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	학위논문

시대	노약자	정책과	그	변화秦漢

년	 월2020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한	주	리





- i -

국문초록

본고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노약자	정책의	항시성에	주목하여	 시대		 秦漢
노약자	보호의	목적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노약자	정책의	변화를	추적한	
글이다 그동안	 국가가	 보호해야할	 비정상적인	 구성원이자	 긍휼의	 대.	 ‘
상 이라는	시각에서	진한시대	노약자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왔으나	 유교’ ‘
적	예교질서의	실천 이라는	점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는	크게	’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진한	.	
율령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대다수의	연구가	유교적	도덕	차원에서	노	
약자	보호에	집중하다	보니	진한시대의	노약자	보호에	대한	국가권력	차
원의	노력이	경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유교	국가에서	위정.	
자의	선정을	드러내거나	대대적으로	 를	선전할	수	있는	여러	 및	孝 經書	

그리고	 속	유교적	선정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구,	詔勅 石碑	
휼에	집중하여	노약자	보호가	비상시적인	행위이자	정례화	될	수	없었던	
행위로	비춰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교질서의	수호 라는	이념적인	측면에	앞서	노약자	정책은	일	 ‘ ’
차적으로	혼자	힘으로	자립하기	힘든 노약자의	공통적인	속성[ ]	不能自存
이	야기할	수	있는	질병 사망 빈곤 범죄	등의	사회적	위험을	방지한· · ·
다는	현실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실제로	선진	제자백가에서는	이미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담	
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방법	또한	가족 차원의	책임을	강조[ ]	家
한	유가의	예교질서에	국한되지	않았다 예컨대	법가와	묵가	모두	나름.	
의	가치관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약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법가에서는	법을	정명하게	하고	형벌을	엄격하게	해야만	어린이.	
들이	잘	성장하고	노인이	부양받는	사회를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고 묵,	
가는	가족	사랑에	국한된	유가의	 대신	그	관심을	사회	전체로	확대親親	
하는	 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兼愛
그	역할은	국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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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년	전국을	통일한	 역시	선진	제자백가의	인식들을	계승	 212 秦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많은	정책들이	법가나	묵가적	경향성을	띄고	있.	
었으며	노약자	보호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었다 적어도	.	 漢初
까지	국가의	노약자	정책은	유교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이라는	방식授田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가는	직접	매	 에	균등하게	수전하고	,	 戶
노약자와	그가	속한	 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이	속한	 의	戶 戶
불완전성을	복원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	
은	 을	통해	중원	전역에	항시적이고	일관적으로	강제되고	있었다.	律令
특히	진한	율령에서는	노약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각각		
고려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다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하여	타인의	실.	 ·
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자에게는	본인의	노동과	형,	
벌을	감면한	것은	물론	부양자의	부역까지도	감면하여 이들에게	가내의	,	
노약자를	보조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생산	활동과	노약자	부양이	동시에	
야기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다 한편	진한	율령에서는	 의	.	 鰥寡孤獨
노약자	중에서도	남성과는	달리	 를	이룰	수	없어	수전을	통한	생산	기戶
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었던	여성에게	예외적으로	 를	형성하도록	허락戶
하고	있었다 예컨대	혼자	남은	과부가	남편의	 를	계승하거나	독립적.	 戶
으로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戶 受
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	田
을	보유했더라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부족으로	기초	생활을	영위受田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율령에서는	이들에게	잡일을	부과하지	.	
않거나	 을	통해	충분한	 구성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의	생·歸戶 入養 戶	 戶
산능력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국가는	수전을	통해	노약자	본인에게	생산	기반을	제공하거나		
수전을	근거로	노약자가	속한	 의	구성원에게	부양을	강제해왔다 그러.	戶
나	 중기	이후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부족	현상과	대토지겸병으로	前漢	
인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수전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전을	전제로	했던	율령의	보호규정들은	점차	.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수전이	결여된	 의	불완전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기존의	노약자	정책에	 戶
도	변화가	필요했다 당시	수전을	대신하여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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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이	모색되었다 제국은	율령이나	조칙을	통해	노인	개인에	대해	.	漢	
직접	물자를	시혜하거나	민간의	유력자	혹은	민간	조직과	공조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항시적으로	노약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	
없는	미봉책에	가까웠다.	
반면	전한	중기	이후	점차	융성한	유교의	가족 질서는	시대의	분위	 [ ]	家
기에도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예교의	실천을	통해	노약자	보호를	항시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제가	되었다 그것은	수전	대신	 를	결.	 戶
속할	수	있는	사상적	도구로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	
혈연	공동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실제로	전한	 이후	유교적	예.	 元帝	
교	질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단위에	침투해나갔다 예컨대.	家	 孝『
으로	대표되는	유학	서적	보급이	확산되어	사람들에게	예교	가치를	經』

주입한	것 그리고	국가가	 등	효행을	실천하는	인물을	표창,	 ,	貞婦 孝悌	
하여	본보기로	세움으로서	제민의	자발적인	효행의	실천을	유도한	것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것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이제껏	주목해	온	유,	
교적	차원의	노약자	보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보는	유교적	차원의	보호들은	모두		 前
중기	이후	수전제를	대신해서	노약자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漢	

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용된	노약자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한시.	
대	노약자	정책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노약자	정책을	진한시
대	전체의	성격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방법의	차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중시했던	한대의	유교적	방식들마저도	국가가	개입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약자를	항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
시된	것들에	해당한다 이는	진한시대	노약자	정책을	단지	유교적	이념.	
의	실현이나	선전적	행위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본고에서	논
증하고자	한	바이다.	

주요어	 노약자:	 ,	 ,	 ,	 ,	秦漢 老弱 廢疾 鰥寡孤獨， ,	不能自存 授田制 儒敎，
학		번	:	2017-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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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고대	중국에서	 물질자원과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은		 ‘ ’
국가번 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농경과	수공업을	통한	식.	
량과	물자의	생산 각종	기반시설의	구축	및	국토	방비	등이	모두	충분,	
한	인력을	담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원	전	 년	전국을	통일한	.	 211

역시	제민의	서로	다른	노동력을	계수화하여	표준	규격을	설정함으로秦	
써	 사람 의	노동력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 ’ ,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배치함으로써	치국의	실제적	이득을	꾀
할	수	있었다.1)	
그러나	사회에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있다 이들은	오늘날	 노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 라고	표현되며 사.	 ‘ ’	 ‘ ’ ,	
료	상으로는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	 ,	 ,	 ,	 , , ,老 小 罷 病殘 鰥 寡 孤 獨	癃
람들을	가리킨다 비록	인적	자원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	 ,	
훨씬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노동력을	갖고	있었던	탓에	이제껏	 연秦漢史	
구자들	사이에서	자원의	가치로서	논하기	힘든	노약자에	대한	관심은	그
리	크지	않았다.
대신	 시대	노약자	연구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비정상적인	구성원이	 秦漢
자	긍휼의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전개되었다 그	중	대다수가	 한대	유교.	 ‘
적	이념의	실천 이라는	맥락	속에서	노약자의	사회적	지위를	재확인하는	’
한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그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
다.2)	

1) ( ,	 ,	 :	 ,	1986)	 ,	p.34,	“商君書 蔣禮鴻	撰 商君書錐指 北京 中華書局 去强 强『 』 『 』 「 」
:	國知十三數 境內倉口之數 壯男壯女之數 老弱之數 官士之數 以言說取食者之數， ， ， ， ，

. .”利民之數 馬牛芻藁之數 欲强國 不知國十三數 地雖利 民雖衆 國愈弱至削， ， ， ， ，
2) 시대	노약자를	다룬	연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에	대해서는		 .	秦漢 魏

- ,	燕利 試論漢代注重養老制度建設之根源 以生産方式及思想文化爲視角 唐都學，「 」 『
,	 2006;	 ,	 ,  ,	刊 王文濤 漢代尊老養老敎育與社會和諧 河北師範大學學報』 「 」 『 』

2007;	 ,	 ,  ,	 2008;	張延傑 雲夢秦簡中的養老問題硏究	 河西學院學報 趙凱「 」 『 』 ，
· ' ' ,	 ,	2011;	 ' '-漢書 文帝紀 養老令 新考 南都學壇 趙凱 說 祿養 關於漢代官員「 」 『 』 ，「

,	 2012;	 ‘ ' ,	養親問題的考察 南都學壇 韓樹峰 論秦漢時期的 老 簡帛」，『 』 ，「 」，『 』
등의	연구가	있다 폐질자에	대해서는	2016	 .	 ,	 ' ' ,	劉濤 試釋漢代的 罷 邢台學「 」 『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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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경향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담론		 .	 ,	
위주의	경서나	위정자의	 을	드러내는	 의	 에	주목한	탓에	이	善政 正史 詔勅
시기	노약자	보호는	예교를	실천하는	이념적인	행위	또는	정례화	되지	
못한	일회적	선전행위로	비춰졌다 게다가	주요한	사건이	선별적으로	기.	
록되는	 의	성격상	노약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재난과	같은	긴급	상正史
황에	국한되었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약자	보호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	
이로	인한	항시적인	제도의	시행	가능성은	깊게	고찰될	수	없었다.3)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유교가	주류	사상으로	대두되지	못했던	시	
대의	노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이다.4) 예컨대	진대	노	
약자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효율적인	 자원	 운용 이라는	 진대	 연구사의	‘ ’
큰	흐름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	
시되고	말았다.5)	

,	 2009;	 , ' ' ,	 ,	 2011;	院學報 王文濤 病與漢代社會救助 河北師範大學學報』 「 」 『 』癃
, ' '	 , ,	2017;	 ,李生平 漢代 罷 制度硏究	 文史筆談 馮聞文 秦漢時期殘障人口統「 」 『 』 「癃

,  ,2014;	 ‘ ’ , 計制度初探 古代文明 孫東波 走馬樓吳簡中的 湖南省博物館」 『 』 ，「 」 『尪
등의	 연구가	 있다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	 2017	 .	館刊 王子今 秦漢兒童的世』 ，『

이	대표적이다 한편	 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	2018 .	界 中華書局 鰥寡孤獨』，
히	적은	편인데,	 ,	 ,	 ,	康艶霞 漢代鰥 寡 孤 獨 高年待遇問題探析 科敎文匯「 、 、 、 、 」 『 』

가	한대	환과고독에	대한	국가의	대우와	그	함의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대표적2008
이며	과부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	 ,	賈麗英 秦漢出嫁女與父母本家關係探析 中國「 」 『

,	 2012;	 , ,史硏究 薛洪波 戰國秦漢時代女性財産權問題再考察 中國經濟史硏』 「 」 『
등,	2018;	 ,	 “ ” ,	 ,	 2019	究 蘇俊林 簡牘所見秦及漢初 有爵寡 考論 中國史硏究』 「 」 『 』

이	있다.	
3) 시대	전체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리	전반에	대해서	논한		秦漢

글에는	 , ,	 ,	 2007;	王文濤 秦漢社會保障硏究	 以災害救助爲中心的考察 中華書局『 — 』
이	대표적이다· · ,	 ,	 ,	 2013 .	王子今 劉悅斌 常宗虎 中國社會福利史 武漢大學出版社『 』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재해발생에	따른	 의	일환으로	노약자	보호를	논의하여	노약荒政
자	보호의	상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4) 이성규 한대	 효경 의	보급과	그	이념 한국사상사학	 ,	 ' ( )' ,	 10,	1998.6;	孝經 于「 」 『 』
,	振波 秦漢貧民法律地位的變遷及其原因 南都學壇 南陽師範學院人文社會科學「 」，『 ：
,	 2006;	 -學報 魏燕利 試論漢代注重養老制度建設之根源 以生産方式及思想文化爲』 ，「
,	 ,	2006;	 ,	 ,	 ,	2007;	視角 唐都學刊 王文濤 秦漢社會保障硏究 中華書局 張延」 『 』 『 』

,	 ,  ,	 2008;	 ,	傑 雲夢秦簡中的養老問題硏究 河西學院學報 潘劍鋒 唐 明 論「 」 『 』 「・ 艷
는	모두	선진이래	강조, ,	2015兩漢時期我國敬老養老體系基本成型 湖南社會科學」 『 』

되어온	 유교 라는	사상적	배경	속에서	노약자	보호가	제도로서	구축되는	과정을	탐‘ ’
구하 다.	

5) 이성규 의	 제국의	 과	 의	 조작 고대중국의	 이해	 ,	 :	 ,	 4,	虛像 太平 漢 瑞祥 上計「 」 『 』	
이성규 된	 중국고중세사연구1998;	 ,	 ,	 24,	 2010;	 ,計數化 人間 韓樹峰 論秦「 」 『 』 「

은	 모두	 간독에	 기록된	 인구통계나	 율령을	 토대로	‘ ’ ,	 2016漢時期的 老 簡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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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노약자	정책이	갖는	예교적	혹은	선전적	성격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대량으로	출토되는	 시대	 에	.	 秦漢 簡牘
노약자	문제가	수차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당시	노약자	문제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	
관심을	갖고 율령 이라는	형식을	통해	항시적으로	다뤄온	문제 음을	,	 ‘ ’
의미한다 더불어	그것은	선진	이래	노약자	정책이	반드시	유교적	예제	.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행위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이	보다	중요	 ‘ ’
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현실적	필요,	
에	의해	노약자	보호가	항시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6) 게다가	노약자	보호가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국가의	노	 ,	
약자	보호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시대를	막론하고	항시
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특히	후한시대에	들어서면	국가는	예교질서.	
를	사회통제의	이데올로기로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통제력을	,	
상실해가는	율령을	대신하여	기층	질서	및	가족	내의	질서를	통제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시사점을	확충하여	 시대	노약,	 秦漢
자	정책과	그	변화를	다시금	고찰하고자	한다.7) 장에서는	노약자의	속	1
성과	선진	제자백가의	인식을	토대로	 시대	노약자	보호의	목적과	그	秦漢
방법을	 확인할	 것이다 이후	 장에서는	 율령을	 바탕으로	 에서	.	 2 秦漢	 秦

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가	노동력으로서	노약자를	운용하는	양상을	탐구하‘ ’養老
다.	

6) 예컨대	현대	사회에서도	노약자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보장 이라는	명	 ‘ ’	 ‘ ’
목으로	법과	제도로서	체계적 항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목적은	출산 양육,	 .	 ,	 ,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	 ,	 ,	 ,	
생계를	보장하여	이들이	성장 자립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	 ,	
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제 호 그	형태는	현물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노약( 3 1 ),	 ,	「 」	
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기본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구분된다 즉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오늘날	사.	
회복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자선행위와는	달리	훨씬	더	체계적인	
제도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대의	노약자	문제가	율령으로서	규정.	秦漢
되어있다는	것은 당시의	국가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약자	문제에	대응,	
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7) 김병준 과	 의	 과	 로의		 ,	 :	 ,	秦漢時代	女性 國家權力 課徵方式 變遷 禮敎秩序 編入 震「 」 『
75,	1993,	pp.121-128檀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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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노약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漢初
으로	개입해나가는	모습을	탐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전.	 3
한	중기	이래	 노약자	정책이	변화하게	된	배경과	그	양상을	추적함으對	
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대	노약자	정책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항시적秦漢
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구체적인	대응양상은	변
화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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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노약자	정책의	목적과	방법.	先秦	Ⅰ

노약자의	개념과	속성	1.	
사전적으로	노약자는	 나이든	사람과	약한	사람 을	의미한다	 ‘ ’ .8) 현대적	
인	시각을	곧바로	적용하여	고대의	노약자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노약자 의	사전적	개념에	착안하여	사료	속에서	고대	중국인들이	어떤	‘ ’
대상을	 나이가	들거나	취약한	사람 으로	간주하고	있었는지	검토할	필‘ ’
요가	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홀아비 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 ] ,	鰥
것을	과부 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무의탁자 라	하[ ] ,	 [ ]寡 獨
고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고아 라	하니 이	네	가지는	천하,	 [ ] ,	孤
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다 이	정사를	.	文王
펴고	 을	베풀	때에	반드시	이	네	사람들을	먼저	하 다.仁 9)

㉡나이든	노인을	부양하고 어린	고아에게	자애를	베풀며 홀아비와	,	 ,	
과부 를	돌보고 폐질자 를	문안하고 상을	당한	자[ ] ,	 [ ] ,	 [ ]鰥寡 疾病 禍喪
를	위문하는	것 이것을	 위급함을	구제하는	일 이라고	일컫는다,	 ‘ ’ .10)

그리하여	㉢…… 늙어서	처자가	없는	사람도	시중	받게	되고 부양해	,	
주는	 이가	 있어서	자신의	 를	 다하도록	살	 수	 있게	 된다 어리고	.	壽
약한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또한	 의지할	 곳이	 생겨	 자신의	몸을	

8) 에서는	 를	 세	이상 이라	정의하며	 에서도	 세	이상‘ ’ ‘70 ’ ‘70說文 老 禮記 曲禮『 』 『 』「 」
을	 라고	한다 고	서술되어	있어	 는	 이상의 늙은이 를	의미함이	분명하다’ ‘ ’ ‘(70	 )	 ’ .	老 老
문제는	 의	사전적	의미이다 에서는	 을	가리켜	굽어있는	것 이라‘ ’ .	 ‘ ’ [ ]弱 說文 弱 橈『 』
고	표현하며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에서	세력이	약한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어린,	
이	등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에서	노인.	 老弱
과	어린이로	직결시키기는	힘들며 맥락에	따라	 의	의미를	 노인과	어린이 로	국,	 ‘ ’老弱
한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9) 孟子『 注疏 (』 『十三經注疏』	 정리,	整理委員會	 孟子『 注疏 ,	』 :	 ,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이하	2000.	 로	 )	 ,	 p.55,	 “ . .孟子 略稱 梁惠王下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 』 「 」

. . . .”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
10) 이하	 로	( ,	 ,	 :	 ,	2004.	管子校注 黎翔鳳	撰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管子 略『 』 『 』 『 』

)	 ,	 p.195,	 “稱 五輔「 」 養長老 慈幼孤 恤鰥寡 問疾病 弔禍喪， ， ， ， 향.”(此謂匡其急，
후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



- 6 -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	오직	 만이	바름이	된다고		 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11)

는	선진	제자백가	문헌에서	노약자를	언급한	기록이다 에서	맹	 - .	㉠ ㉢ ㉠
자는	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자 를	곤궁한	백성이자	[ ]· [ ]· [ ]· [ ]鰥 寡 孤 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했고	 에서	관중은	노인 고아,	 ,	 鰥㉡

폐질자와	상을	당한	자를 에서	묵가는	처자가	없는	노인과	부모,	 ,	寡 ㉢
가	없는	어린	고아를	노약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한	대	문헌사료에는	군.	
주가	시혜를	내리는	약	 여	회의	조칙에	다수의	노약자가	시혜대상으70
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글에	모든	사례를	나열할	수는	없어	각	시기의	,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황후의	성은	 씨이다 황제는	황후를	세웠다는	연유로	.	竇㉣ 천하의	홀
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자 가난한	자 및	[ ],	 [ ],	 [ ] [ ],	 [ ]	鰥 寡 孤 獨 窮困，	

세	이상의	노인과	고아로서	 세	이하인	자에게80 9 베와	비단과	쌀과		
고기를	각각	조금씩	사여하 다.13)		

에	 인	 를	황후로	세웠으며	황자인	 은	황태자가	되甲子 貴人 馬氏㉤ 炟
었다 천하의	남자에게는	 인당	 급씩 에게는	 인.	 1 2 ,	 · · 1三老 孝悌 力田
당	 급씩 유민으로서	 호적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등록하고자	 하는	3 ,	
사람에게는	 인당	 급씩	 을	하사한다1 1 .	爵 홀아비 과부 고[ ]· [ ]·鰥 寡
아 무의탁자 장애인 가난한	자 로서	 할	수	[ ]· [ ]· [ ]· [ ]孤 獨 篤 貧 自存癃
없는	사람에게는	 인당	 씩	 을	사여한다1 5 .斛 粟 14)

11) 이하	 로	( ,	 ,	 :	 ,	1993.	墨子校注 吳毓江	撰 墨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墨子 略『 』 『 』 『 』
)	 ,	 p.176,	 “稱 兼愛下「 」 ……是以老而無妻子者 有所侍養以終其壽 幼弱孤童之無父， ；

母者 有所放依以長其身， . ”今唯毋以兼爲正 若其利也， ，……」即
12) 가	정리해	놓은	표에	따르면	한	대	시혜	관련	조서에서	 및	 이		王文濤 鰥寡孤獨	 罷癃

등장하는	횟수는	약	 회	정도에	달하며 이들은	전한	 이후부터는	시혜의	대상30 ,	 宣帝	
으로서	빠짐없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 ,	 -王文濤 秦漢社會保障硏究	 以災害救助『

,	 ,	2007	pp.141-164)爲中心的考察 中華書局』
13) 권( :	 ,	 1963)	 10	 ,	 p.420,	 “ .	史記 北京 中華書局 孝文本紀 皇后姓竇氏 上爲立『 』 「 」

后故 賜， 天下鰥寡孤獨窮困及年八十已上孤兒九歲已下 .”布帛米肉各有數
14) 권( :	 ,	1973)	 2	 ,	p.106,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明帝紀 甲子 立貴人馬氏爲皇『 』 「 」 ，

.后 皇子 爲皇太子 賜天下男子爵 人二級 三老 孝悌 力田人三級 流人無名數欲占， ， ； 、 、 ；炟
者人一級 鰥 寡 孤 獨 篤 貧不能自存者； 、 、 、 、 、癃 .”粟 人五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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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한	문제기의	기록으로	 가난한	자 노인	및	 세	이하		 ,	 ,	 9鰥寡孤獨㉣
고아가	시혜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다 후한	광무제기의	기록인	 에서	.	 ㉤
이	아닌	 을	받는	대상은	 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가난한	,	 ,	爵 粟 鰥寡孤獨㉣

자 으며 이들은	모두	자존이	불가능한	노약자로	간주되고	있었다,	 .	
자료를	총합하면	사료에서는	노인 어린이 폐질자 홀아비인	 과부	 ,	 ,	 ,	 ,	鰥
인	 고아인	 무의탁자인	 등을	 노약자 의	범주로서	언급하고	있,	 ,	 ‘ ’寡 孤 獨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기록을	보면	같은	노약자라	하더라도	.	
고유한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	 웃으며	기뻐하는	 얼굴로	있으니 가	말하 다 은	,	 .	 “公 晏子 聖王㉥
현명함을	 보기를	 현명함을	 즐거워함으로써	 하고 불초함을	 보기를	,	
불초함을	슬퍼함으로써	하 습니다 지금	청컨대	.	 으로서	부양받老弱
지	못하는	자와	 로서	시집 장가를	들지	못한	자를	구하고 논· ,	鰥寡
하여	 을	제공하십시오秩 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 다 이에	”	 “ ” .	公 老
은	부양을	받았고 는	시집 장가를	들었다,	 · .弱 鰥寡 15)

를	가엾게	여기고 을	부양하며 을	구휼한다,	 ,	 .鰥寡 孤獨 貧窮㉦ 16)

이에	 사자를	파견하여	 를	구휼하며 을	존문하며[ ]	鰥寡 恤鰥寡 孤獨㉧
창고의	곡식을	꺼내고	비단을	내어	부족함을	진휼하게	하[ ],	存孤獨

고 의	혼인하지	않은	자를	방면하여	떠나	 에게	시집가도록	,	後宮 鰥夫
하 다[ ].妻鰥夫 17)

에서	 은	부양 이	필요한	대상으로 는	혼인 이	필요	 [ ] ,	 [ ]老弱 養 鰥寡 有室㉥
한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에서는	 는	가엾게	여기는 대,	 [ ]	鰥寡 哀㉦

15) 이하	( ,	 ,	 :	 ,	 1982.	晏子春秋集釋 吳則虞	撰 晏子春秋集釋 北京 中華書局 晏『 』 『 』 『
로	 )	   ,	 p.311,	 “ .子春秋 略稱 雜篇 公笑 有喜色 晏子曰	 聖王見賢以樂賢 見不』 「 」 ， 「 ，
.	肖以哀不肖 今請 .求老弱之不養 鰥寡之無室者 論而共秩焉， ， .公曰	 諾 于是老弱」	 「 」	

”有養 鰥寡有室，
16) ( ,	 ,	 :	 ,	大戴禮記彙校集注 黃懷信	 主撰 大戴禮記彙校集注 西安 三秦出版社『 』 『 』

이하	 로	2004.	 )	 ,	p.27,	“ ”大戴禮記 略稱 主言 使之哀鰥寡 養孤獨 恤貧窮『 』 「 」 ， ，
17) 이하	( ,	 ,	 :	 ,	 1994.	新序全譯 李華年	譯著 新序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新『 』 『 』 『

로	 )	 ,	 p.47,	 “序 略稱 雜事二 於是乃遣使恤鰥寡而存孤獨 出倉粟 發幣帛而振不』 「 」 ， ，
.”足 罷去後宮不御者 出以妻鰥夫， ，



- 8 -

상 은	부양 이	필요한	대상으로 은	구제 가	필요한	대,	 [ ] ,	 [ ]孤獨 養 貧窮 恤
상으로	구분된다 또한	 에서	 는	구제 가	필요한	대상 은	.	 [ ] ,	鰥寡 恤 孤獨㉧
양육 이	필요한	대상으로	각각	구분되어 비록	 노약자 라는	하나의	[ ] ,	 ‘ ’存
큰	범주에	속해있더라도	사료	속에서는	 과	 이	갖는	고유한	老弱 鰥寡孤獨
성격이	각각	구별되어	있었으며	대응방법	또한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고대	중국에서의	노약자를	두	개의	큰	집단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결핍되어	,	 ·
부양이	필요한	노인 과	어린이 그리고	 과	같은	폐질자로	구[ ] [ ],	老 弱 罷癃
성된	집단이며 두	번째는	농경사회에서의	생계에	필요한	가족구성이	결,	
핍되어	충원이	필요한	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자 이[ ]· [ ]· [ ]· [ ]鰥 寡 孤 獨
다.18)

실제로도	두	부류의	노약자들이	마주한	환경은	달랐다 노인과	어린이	 .	
그리고	폐질자는	체력적 인지적	한계로	인해	부양 이	필요[ ],	 · [ ]老弱 養

한	노약자 다 예컨대	 에서는	 늙은	사람은	근력으.	 ‘禮記 曲禮上『 』「 」
로서	 를	하지	않는다 고	기록하여	나이든	노인의	체력	저하를	인정하’禮
고	 있었으며19) 에서는	 태어난	 아이 의	 건강,	 ‘ [ ]睡虎地秦簡 日書 生子「 」
상태에	대한	예언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어린이들이	얼마’
나	많은	질병	위협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다.20) 에서	폐질자는		 管子『 』

로	간주되고	있었다‘ ’ .不耐自生者 21) 이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은	부	
족한	체력과	인지능력을	보조해	줄	부양자의	존재 다 이나	폐질자.	老弱
가	부양 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주나라	문왕	 이	노인을	잘	부[ ]養 西伯
양한	사례로	 를	이끌어	노인을	부양한	것 을	들었던	‘ ’妻子 孟子 盡『 』「

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心上」 22) 특히	해당	기록을	통해		 老弱

18)한편	이	글에서는	사료적	개념인	 과	 노약자 라는	개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서술‘ ’老弱
하 다 은	사료상	노인과	어린이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노약자 는	노인과	어.	 ‘ ’ ,	 ‘ ’老弱
린이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다루는	폐질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에	,	鰥寡孤獨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 이하	( ,	 ,	 :	 ,1997.	禮記譯注 楊天宇譯注 禮記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禮『 』 『 』 『
로	 )	 ,	p.20,		“ ,	 ”記 略稱 曲禮上 貧者不以貨財爲禮 老者不以筋力爲禮』 「 」

20) ,	 ,	 ,	2018,	p.1333王子今 秦漢兒童的世界 中華書局『 』
21) ,	 “管子 入國 所謂養疾者 凡國都皆有掌疾 聾盲 啞 跛 偏枯 握遞『 』「 」 ， ， 、 、 、 、 ，喑 躄

. .”不耐自生者 上收而養之 疾 官而衣食之 殊身而後止 此之謂養疾， ， ， ，
22) ,	 p.428,	 “孟子 盡心上 所謂西伯善養老者 制其田里 敎之樹畜 導其妻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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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폐질자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이	부양을	담당하 으며 돌봐줄	가족,	
이	없는	경우	이들은	그야말로	생계가	불가능한	존재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에서도	고아 와	무의탁자 을	제외한	홀아비	 [ ] [ ] [ ]鰥寡孤獨	 孤 獨 鰥
와	과부 는	신체적 인지적인	결함이	없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분명	[ ] ·寡
앞선	대상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그럼에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	 鰥寡

이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묶이게	된	것은	이들이	가족구성원이	결핍孤獨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가족구성의	결핍.	
은	곧	정상적인	수준의	농경생산을	일궈낼	수	없음을	의미했다 배우자.	
는	없을지라도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을	수	있는	[ ]	不室

로	하여금	굳이	가족을	꾸리게 하는	조치는 혼자	남은	이들[ ]	 ,	鰥寡 有室
을	애석하게	여기는	감정과는	별개로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온전한	가족
구성을	갖추어	정상적인	생계를	 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
각된다.
이처럼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결핍된	노인 어린이 폐질자와 완전한		 · · · ,	
가족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은	그	속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鰥寡孤獨
다 그렇다면	이들을	노약자로	정의하는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었을까.	 .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자식이	의지할	곳	없이	어린데	길러줄	부모가	없어	스스로의	힘으㉨
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의	 을	아는	자에게	소[ ]	不能自存 黨 故人鄉
속시킨다23)

농아와	 눈먼자 벙어리 절름발이와	 앉은뱅이 반신불수 양손이	,	 ,	 ,	 ,	㉩
굽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군주는	[ ],	不耐自生
그들을	거두어	보살핀다24)

에	 의	빈민	및	고아 과부 허약한	사,	 ,	 ,	 ,	 ,	丙午 張掖 居延 朔方 日南㉪
람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들에게	[ ]不能自存 賑

. . .使養其老 五十非帛不煖 七十非肉不飽 不煖不飽 謂之凍 文王之民 無凍 之老者， ， ， ，餒 餒

.”此之謂也
23) ,	 p.1034,	 “管子 入國 所謂恤孤者 凡國都皆有掌孤 士人死 子孤幼 無父『 』	 「 」 ， ， ， ，

.”母所養 不能自生者 屬之其 黨知識故人， ， 鄉
24) ,	 p.1034,	 “管子 入國 所謂養疾者 凡國都皆有掌疾 聾盲 啞 跛 偏『 』	 「 」 ， ， 、 、 、喑 躄

.	 .”枯 握遞 不耐自生者 上收而養之 疾 官而衣食之 殊身而後止 此之謂養疾、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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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貸 25)

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 ‘不㉨ ㉪
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	 이유가	 체력적 인지적	 한계로	 인한	’ .	 ·能自存者

것이든	혹은	가족구성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든 및	폐질자와	,	老弱	 鰥寡
은	모두	혼자의	힘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孤獨

하는	불능자존자로	수식되고	있었으며 이는	 와	폐질자 그리고	,	 ,	老弱 鰥
을	 노약자 의	범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 ’寡孤獨

수	있겠다.	
국가가	노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은	이러한	불능자존적	속	
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불능자존으로	인해	노약자는	질병 사망 빈.	 ,	 ,	
곤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노약,	 ,	
자가	속한	가족	혹은	사회공동체의	부담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
다 예컨대	맹자는	 저들이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백성들로	하여금	.	 ‘
밭	갈고	김매어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가	얼고	굶주리,	
며 형제 처자가	 될	것,	 · ’離散 26)이라며	노약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족공동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는	실제로	가족	내에서	노약자에	대한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을	때	그	가족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당시	위정자들이	경계하고	있었음
을	뜻한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노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	않았다 또한	상	 .	
당수의	 에	어린이나	노인이	부모이자	자식으로서	포함되어	있었다는	家內
사실까지	고려하면	노약자	문제가	지닌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전한	무제기	 과	 내	제민의	현황을	기.	 13 4南郡	 縣 侯國	
록한	 에는	일반	 뿐만	아니라	요역이	면제된	노인의	松柏木牘 戶口簿「 」	
통계를	기록한	 폐질자의	통계를	기록한	 등	노약,	免老簿 罷 簿「 」 「 」	癃

25) 권4	 ,	 p.188,	 “後漢書 帝紀 丙午 賑貸張掖 居延 朔方 日南貧民及孤『 』	 「 」 ， 、 、 、 、殇
.”寡 羸弱不能自存者、

26) ,	 p.18,	 “孟子 梁惠王上 彼奪其民時 使不得耕 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弟『 』	「 」 ， ， ，耨
”妻子離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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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통계가	기록되어있다.27) 이로부터	우리는	당시	사회에서	이	
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	보존되,	
어	있는	 의	총	인구	 명	중에서	노인과	어린이7 3 99,103 [南郡	 縣	 侯國 老

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	 노인은	 명 은	] .	 2,033 ,	弱 免老 罷癃
명 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2,190 ,	 41,878小男女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	요역이	면제된	 남2.1%,	2.2%,	42.3% .	 ‘免老
자 를	가리킨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세	이상의	여성은	해당	통계에’ 60
서	배제되었을	것이므로	 의	비율 약	(25,344) (16,534) ( 5:3)小男 小女：
을	참고하여	여성	노인	인구까지	추산하면	총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은	
약	 정도 을	 것이다 또한	 미성년에	 해당하는	 의	 경우	3.3% .	 ·小男 小女
요역을	부과하지	않는	 세	미만의	어린이와	요역을	부과하는	 세	이10 10
상	 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다시	나뉘기	때문에	둘	중	어린이만	고려해17
도	약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당시	남군에서	 이	20%	 .	 老弱
총	 인구의	 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25%
다.28)

비슷한	사례를	후대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의	 은		 .	走馬樓吳簡 戶籍
삼국시대	오나라	인구	중	 지역의	인적사항	일부를	담고	있는데,	長沙	 于

에	따르면	해당	지역	총	인구	 명	중에서	 세	미만과	 세	2520 15 60振波
이상	인구는	각각	 명 명으로	각각	 를	차지하896 ,	275 35.56%,	10.91%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9) 세	미만	중에서도	 세	미만의	어린이	15 10
가	대략	 분의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도	3 2 ,	
노인과	어린이의	비율이	 이상에	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30%	 .	

27) ,	 ,	 2008(4),	2008,	p.29荊州博物館 湖北荊州紀南松柏漢墓發掘簡報 文物｢ ｣  
28)이와	관련해서	이성규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총	인구	수에(2020),	 (2011)	 ‘刑義田

서	 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이	오늘날	전체	인구	대비	 세	이상	노인8-90 ’ 8-90
의	비율에	비해	더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나	松柏西 墓簿籍牘 尹灣漢『 』 『汉

의	 통계가	허위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규 의	 와	( ,	簡 集簿	 數 帝國	秦漢 計數 計』 『 ：
의	지배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총서	,	 14,	 2020,	 pp.712-716;	 ,	量 刑義田 天』 『

그러나	그	비율이	일:	 ,	 ,	 2011,	 pp.552-563).	下一家 皇帝 官僚與社會 中華書局、 』
정부분	확대	왜곡되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전쟁이	빈번하던	당시에	대량의	부,	
상자	및	전쟁	통에	가족을	잃는	고아나	과부 홀아비	등	 까지	고려한다면	약,	 鰥寡孤獨
자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29) ,	 ,	 24 2 ,	2006,	pp.96-97于振波 走馬樓吳簡師佐籍 測 漢學硏究 卷	 期「 」 『 』	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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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기록된	폐질자의	인구수는	농업인구나	노비를	막于振波 走馬樓吳簡
론하고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30) 에는	 의		 漢書 陳平傳 曲逆縣『 』「 」
호구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의	물음에	 가	 진시황	이후	전쟁이	‘高帝 御史
자주	발생하여	사람이	많이	죽는	바람에	호구가	약	 만에서	 천으로	줄3 5
었다 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31) 정확한	지표는	알	수	없지만	전국	
시대	이후	전쟁이	빈발하던	상황에서	상당수	사망자가	나왔다면 부상자,	
의	수는	훨씬	더	많았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전쟁	부상자가	사망자.	
의	 배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폐질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3~5
이	결코	낮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전쟁	통에	가족을	.	
잃는	 의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노약자의	鰥寡孤獨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노약자	중에서도	어린이는	노인이나	폐질자와	달리	잠재적인	노동	
력에	해당되는	자들이었으며	홀아비 는	이미	국가의	노동력으로	징발[ ]鰥
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노동력이	곧	국가의	성장	동력임을	감.	
안한다면 사회에서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의	성장이	제대,	 20%	
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어린이가	속한	가족	및	사회	공동체에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매우	치명적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	
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부양자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해야	했으며 혹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	이들의	성장,	
을	책임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했다.	
이처럼	 국가에는	 분명	 노약자의	 불능자존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생계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노약.	 ,	
자에	대한	보호는	항시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했다 이는	우리가	 시대.	 秦漢
의	노약자	정책을	구휼의	의도에서	비롯된	군주의	일회성	자선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30) 위의	논문,	 ,	p.109于振波
31) 권( :	 ,	1964)	 40	 ,	 p.2045	“漢書 北京 中華書局 陳平傳 顧問御史 曲逆戶口『 』 「 」 ：「

.幾何 對曰 始秦時三萬餘戶 間者兵數起 多亡匿 今見五千餘戶 於是召御史？」 ：「 ， ， ， 」 ，
.”更封平爲曲逆侯 盡食之 除前所食戶， ， 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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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보호에	대한	선진	제자백가의	인식2.	
고대	중국인들이	노약자의	불능자존한	속성에	공감하고	있었음은	선진		
이래의	여러	제자백가	담론들로부터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약자	보호,	
를	비단	유교적인	문제로	국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선진	제자백가에.	
서는	모두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노약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	
통적일지라도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예컨대	선진	유가에서는	노약자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가족 에	귀속하	 [ ]家
다 이들은	가내 에서	 나	 와	같은	예교	질서를	실천함으로.	 [ ]家 孝悌 慈愛

써	불능자존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에서는	정치의	.	
기초가	되는	가족	내의	질서를	공고히	해야만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믿었고 노약자	보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에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
것은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는데도	능히	타인을	가르칠	수는	있,	
는	자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가지	않는데도	나.	
라에서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요 는	.	 ,	孝 弟
어른을	섬기는	것이요 는	여러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다,	慈 32)

이른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는	 것은,	㉡
윗사람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우함에	백성들이	 를	흥기하며 윗,	孝
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함에	백성들이	 를	흥기하며 윗사람,	弟
이	고아를	구휼함에	백성들이	저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	
군자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의	 가	있는	[ ]矩 道絜
것이다.33)	

유가에서	혈연	간	 의	감정이	발현한	 와	 의	실천은	노약자	 親親 孝悌 慈愛

32) ( , ,	 : ,	 1933) ,	 p.9,	四書章句集注 朱熹	 撰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大學『 』 『 』 「 」
“ .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敎而能敎人者 無之 故君子不出家而成 於國 孝， ， ：教

.”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 ， ； ，
33) ,	 p.10,	 “四書章句集注 大學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 』「 」 ： ，

.”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君子有 矩之道也， ， 絜



- 14 -

를	보호하고	가족	내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로	제시되었다 에	따르면	.	㉠
는	곧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가내에서는	孝悌

부모를	포함한	연장자를 사회에서는	상급자를	공경하거나	보호하는	행,	
위를	가리켰다 는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덕목으로.	慈愛
서 가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회에서는	군주가	백성을	돌보는	행위,	 ,	
를	말했다 과	 에	언급된	것처럼	유가에서	중시하는	가족질서란	단.	㉠ ㉡
지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孝弟	
반대로	상급자의	하급자를	향한	 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확립될	수	慈愛
있었다.	
결국	 나	 를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약자는	때로는	연	 孝悌 慈愛
장자로서 때로는	하급자로서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만일	,	 .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는	증거로서	군주가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했다 예컨대	나라를	다.	
스리는	법을	묻는	등문공에게	맹자가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구렁‘
에서	전전하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	된	바가	아니다 라고	지적한	것,	 ’ 34)

과	 천하의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군주에게	 가	모인다‘ ’仁者 35)라고	말한	
것은	노약자	보호와	군주의	위정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국시대의	유학자인	순자	또한	 가내에서	 의	실천을	통해	노약자를		 ‘ 禮
보호할	수	있다 는	유가의	맥락을	답습하고	있었다’ .	

걱정을	막고	화를	덜기	위해서는	 을	명확하게	하고	무리를	부리分㉢
는	것	만한	게	없다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고 아는	자가	어리석은	.	 ,	
자를	두려워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배반하고 소년이	노인을	능멸,	 ,	
하면	 을	 정사로	삼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은	부양받을	수	.	德 老弱
없게	될	 우려가	있고 장년은	서로	 다투는	화가	 일어날	것이다	,	 …
중략 그러므로	아는	자는	먼저	분계를	분명하게	밝힌다( ) .…	 36)

34) ,	 p.161,	 “孟子 文公上 爲民父母 使民 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 』	 「 」 ， ， ，滕 盻盻
. ”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 ， ？

35) ,	p.428,	“ “ .”	孟子 盡心上 聞文王作興 曰	 歸乎來 吾聞西伯善養老者 天下『 』	「 」 ， ！盍
.”有善養老 則仁人以爲己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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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뽑고	 을	추천하며 를	등용하고	 를	거두고,	賢良 篤敬 孝悌 孤寡㉣ ，
을	보조한다 이와	같으면	백성이	안정되고 백성이	안정되면	군.	 ,	貧窮

주	또한	자기	지위에서	편안할	수	있다.37)

군자는	천지의	동참자이며	만물의	 이자	백성의	부모이다總領㉤ 38)

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를	넘어	행동할	경우	사회에	혼란이		㉢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약자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	 ‘
상황 이었다 이는	반대로	본분이	잘	지켜질	경우	사회	내의	노약자	보’ .	
호가	보장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의	문장은	 노약자	보호 를	통해	.	 ‘ ’㉣
곧	천하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자의	신념을	드러낸다 순.	
자에게	있어서도	노약자	보호는	 의	확립에	수반되는	행위이자	 질서禮 禮	
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지표 던	것이다 그런데	 에	따르면	순자는	부.	 ㉤
모와	군주를	등치하여	혈연에	기초한	가내의	질서를	국가	전체	질서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곧	 천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람들이	 본분.	

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론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순[ ] ,	分
자	역시	사회라는	확대된	형태의	가족 내에서	노약자를	보호하고	[ ]	家 禮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노약자의	불능자존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진	유가에서	
는	 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제자백가가	공통된	해‘ ’ .	家
결책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가나	묵가에서는	 차.	 家	
원에서의	노력이	아닌	국가	주도의	보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가의	해
결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	㉥
을	 제시하여 장차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혼란을	 구제하고	 천하의	,	

36) 이후	 로	( ,	 ,	 :	 ,	 1988.	荀子集解 王先謙	撰 荀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荀子『 』	 『 』 『 』
) ,	pp.176-177,	 “ .	 ,	 ,	略稱 富國 救患除禍 則莫若明分使群矣 彊脅弱也 知懼愚也 民「 」 ，
,	 ,	 ,	 ,	 ,	 .	下違上 少陵長 不以德爲政 如是 則老弱有失養之憂 而壯者有分爭之禍矣 故……	

.知者爲之分也
37) ,	p.152,	 “ .荀子 王制 選賢良 擧篤敬 興孝弟 收孤寡 補貧窮 如是 則庶人『 』	「 」 ， ， ， ， ，

. .”安政矣 庶人安政 然後君子安位，
38) :	 .荀子 王制 君子者 天地之參也 萬物之摠也 民之父母也『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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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고 다수가	.	 ,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	 ,	
하고 변경이	침범당하지	않고 군신이	서로	친 해지고 부자가	서,	 ,	 ,	
로	감싸	주고 다투다가	죽거나	붙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39)

법가에서의	노약자	보호	역시	사회	질서의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강조되	
었다 그러나	순자를	비롯한	유가에서	 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	 禮
법가에서는	법을	정명하게	하고	형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노인이	부양받는	사회를	확립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	
해	법가에서	말하는	노약자	보호는	가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는	것이며 국가가	율령을	통해	직접	노약자를	보호하거나	혹은	국민에,	
게	노약자	보호를	강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묵가는	가족	사랑에	국한된	유가의	 대신	그	관심을	사회	전체로		 親親	
확대하는	 의	덕목을	실천해야만	더	많은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兼愛
이를	주도하는	역할은	국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묵가에게	노약자	보호.	
는	곧	사회적	이익 을	제고하는	일이었다 묵가에	의하면	통치자는	[ ] .	公利
무엇보다도	천하 즉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제거해야	,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를	실천하여	공리주의를	실현함,	 兼愛
으로써	가능했다.	

만약	천하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타인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
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면	가히	 가	있겠는가 아버지와	형 그?	 ,	不孝
리고	임금을	보기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하는데 어찌	 를	,	 不孝
베풀겠는가 가히	 함이	 있겠는가 아우와	자식 그리고	신하를	?	 ?	 ,	不慈
보기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하는데	 어찌	 함이	 있겠는가?	不慈
그러므로	 와	 함이	사라지는	것이다.不孝 不慈 40)

39)	 ( ,	 ,	韓非子集解 王先謙	撰 韓非子集解『 』 『 』 이하	:	 ,	 2003.	北京 中華書局 韓非『
로	 )	 ,	 p.102,	 “ ,	 ,	 ,	 ,	子 略稱 姦劫 臣 故其治國也 正明法 陳嚴刑 將以救群生之亂』 「 」弒

,	 ,	 ,	去天下之禍 使强不陵弱 衆不暴寡 ,	耆老得遂 幼孤得長,	 ,	 ,	邊境不侵 君臣相親 父子相
,	 ,	 ,	 ,	 .”保 而無死亡係虜之患 此亦功之至厚者也 愚人不知 顧以爲暴

40) ,	 p.155,	 “墨子校注 兼愛上 若使天下兼相愛 愛人若愛其身 猶有不孝者乎『 』	 「 」 ， ， ？
視父兄與君若其身 惡施不孝 猶有不慈者乎 視弟子與臣若其身 惡施不慈 故不孝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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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는	바야흐로	바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자	그	말을	취하㉧
여	 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써	천하의	귀	밝고	눈	밝은	사람.	兼
이	서로	듣고	보아	준다 팔다리의	움직임이	빠르고	강한	사람들이	.	
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돕는다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힘써	.	
서로	가르쳐	주게	된다 그리하여	늙어서	처자가	없는	사람도	시중	.	
받게	 되고 부양해	주는	이가	 있어서	자신의	 를	다하도록	살	수	,	 壽
있게	된다 어리고	약한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또한	의지할	곳이	.	
생겨	자신의	몸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	오직	 만.	 兼
이	 바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
다.41)

노약자	보호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었다 묵가의	이론에	따르면	더		 .	
많은	노약자들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부
합하는	일이었다 만일	씨족	질서를	긍정한	선진	유가의	주장대로	.	 親親
의	감정에	따라	노약자를	보호하게	되면	홀로	사는	 은	보호받을	鰥寡孤獨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	설명대로	그	감정을	사회	전체로	확대했.	 ㉦
을	때는	사회	전체에서	 와	 를	일으킬	수	있었다 실제로	 에서.	孝悌 慈愛 ㉧
는	사람들이	겸애하 을	때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보호받고	이익을	도
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묵가의	시각에서	노약자에	대한	.	 ,	
보호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주체를	사회	공동체	전체로	확대해
야만	했다 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가족이라는	사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	 ‘
공동체 라는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야	 소외된	 노약자들까지	 공평하게	’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진	제자백가는	공통적으로	노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유가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 차원의	,	 [ ]	家
책임을	강조했던	반면	법가나	묵가는	국가	주도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
에서	이들이	노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달랐다 즉	고대	중국의	노약자	.	

.”慈亡有
41) ,	 p.176,	 “墨子 兼愛下 今吾將正求與天下之利而取之 以兼爲正 是以聰耳明『 』	 「 」 ， ，

.目相與視聽乎 是以股肱畢 相爲動宰乎 而有道肆相 誨 是以老而無妻子者 有所侍養， ， ，強 教
.以終其壽 幼弱孤童之無父母者 有所放依以長其身 今唯毋以兼爲正 若其利也 不識； ， ， ，即

”天下之士 所以皆聞兼而非者 其故何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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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
념적	행위에	노약자	정책을	국한시킬	수	없으며 노약자의	불능자존한	,	
속성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근거하
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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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에	드러난	노약자	정책.	 -秦 漢初	Ⅱ

율령의	성격1.	 -秦 漢初	
기원전	 년	전국을	통일한	 은	선진	제자백가의	인식들을	계승하고		 212 秦
있었다 그	중에서	많은	정책들이	법가나	묵가적	경향성을	띄며	국가의	.	
주도하에	행해졌다 노약자	보호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었음을	.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보호라	할지라도	통일	이후	중원	전역에	포진한	대	
규모의	노약자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때때로	필요
한	물자를	직접	시혜하는	자선의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일회적.	
인	자선의	방식은	불능자존한	노약자의	생계를	항시적으로	책임질	수	없
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	
모색되어야	했다.
그	핵심은	 율령제도 에	있었다 성문화된	율령을	통해	국가는	노약자	 ‘ ’ .	
의	보호를	제민에게	항시	강제할	수	있었고 로	이어지는	행,	 - - -郡 縣 鄕 里
정체계를	통해	기층사회의	노약자들에게	일관적으로	혜택을	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최근	대량으로	출토되는	간독을	통해 비록	적은	.	 ,	
양이지만	노약자	문제를	규율하고	있었던	 시대	율령의	존재와	그	행秦漢
정	처리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노약자에	대한	규정을	국가가	율령으로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국가	 ,	
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일관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당시	.	
국가는	일반	제민으로부터	노약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 을	명확하‘ ’
게	설정하여	수혜자의	혼선을	줄 으며 노약자의	상이한	속성에	대응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	적시적소로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무분별한	혜택을	
남발함으로써	벌어지는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제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의	원리에	따라	노약자	 數
를	세분할	필요가	있었다 신체적 인지적	능력	측면에서	일반	성인과	.	 ·
다르지	않은	 홀아비나	과부	 등은	 배우자의	유무 에	 따라	 바로	 구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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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기	때문에	수치로서	세분화	할	필요가	없었지만 노인과	어린이,	 ,	
폐질자는	각	대상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그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격·
차도	크기	때문에	이들을	정의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다.	
물론	율령에	표기된	기준은	 과	 이라는	범위	내에서도	시대마다	조	 秦 漢
금씩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간독에	따른	미세한	차이도	존재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율령에서	해당	기준에	대한	온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도.	 秦漢	
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록들로부터	.	 公

에	해당하는	노인 어린이 그리고	폐질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	 ,	卒 士伍･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를	기준으로	노인은	부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연령인		 66公卒 士伍･
세	이상을	의미했으며 로	호칭되었다 이는	상식적인	노화단계를	,	 ‘ ’ .	免老
상회하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들의	노동력을	극한까지	소모하고
자	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세를	전후하여	기력이	쇠한	노,	 60
인이	된다는	경험적	상식을	반 한	결과임에는	틀림없다.42) 게다가	율	
령에서는	신체의	노화과정을	더	구체화하여	노인을	 기준 부( )	公卒 士伍	･
양	물자	지급의	대상인	 세	이상 과	 세	이상 으로	또	다시	세분화‘75 ’ ‘95 ’
하 는데 이는	국가가	노인을	노동력으로만	간주하지	않았으며	세역부,	
과의	맥락	이외에	노인을	바라보는	보호의	측면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호적에	 로	분류되는	나이의	기준은	진대에는	 세 한	대에는		 ‘ ’ 17 ,	小
세까지로	명기되어	있어	어린이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실상	 미성년 에	14 ‘ ’

대한	규정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에서는	이들	중	 세에서	 세.	 7 14漢律
까지는	사역시킬	수	있는	집단인	 로 세에서	 세까지는	사역시킬	‘ ’ ,	 0 6使
수	없는	집단인	 로	재차	분류하고	있어 아마도	실질적인	 어린이‘ ’ ,	 ‘ ’未使
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은	 세를	전후하 을	것이라고	짐작된다7 .43) 이는		
남녀가	 세	전후로 그리고	 세를	전후로	신체적으로	한	단계씩	성7,8 ,	 15
숙한다는	당시의	경험적	상식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44) 한편	율	

42)이성규 앞의	책,	 ,	2020,	pp.266-270
43)이는	 에서	 세까지의	 는	 라	하여	6 ‘ ’,‘ ’居延漢簡 小男女 子未使女解事年六 子未使女足年六

사역시킬	수	없다는	의미의	 로	기록하는	반면	 세의	 에	대해서는	‘ ’ 7 ‘未使 小男女 弟使
라	하여	사역시킬	수	있는	 로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 ’ ( ,	男 年七 使 謝坤勋

( ) ( ) ,	 ,	2015).讀 里耶秦簡 壹 札記 一 簡帛「 《 》 」 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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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는	어린이의	속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세인	조문도	있어 아쉽게10 ,	
도	어린이를	정의하는	연령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
다.

에	등록됨에	키가	 척 촌을	못	채우는	자와	태어났을	때부터	등6 2名籍
이	굽은	자는	파륭 에	해당한다( ) .罷癃 45)

장애의	여러	형태들을	계수화	하는	조문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에서는	 성인임에	키가	 척	 촌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장애인에	6 2漢律

속하는	 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에	따르면	 척	 촌	미‘ ’ .	 ‘6 2罷 睡虎地秦簡癃
만 은	 로	분류되는	기준으로서 에서	 의	분류	기준을	 척	’ ‘ ’ ,	 6 2小 漢律 罷癃
촌으로	설정한	것은	국가가	이들을	 비록	사역이	가능하더라도	일반	성‘
인인	 이	지닌	수준의	노동력을	창출할	수	없는	존재 로	인식· ’大男 大女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46)

이처럼	 에서	 에	이르기까지의	노약자	정책은	일반	제민으로부터		 秦 漢初
노약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 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분별한	혜택‘ ’
을	남발함으로써	벌어지는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율령에	기재된	노약자	보호	관련	규정들은	.	
표면적으로	법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묵가의	사상에도	잘	부합하
고	있었다 이	통일을	이룩할	당시는	씨족질서에	기초한	읍	공동체가	.	秦
해체되는	대신	소농경제가	출현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	증가에	개개인이	
미치는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 다 인민	개개인의	 최대	노동과	최소.	 ‘
소비 노력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그	’	 ,	
역할을	통치자에게	일임했던	묵가의	사상은	통일	 제국의	부국강병	이秦	
상에도	잘	부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묵가의	사상은	 의	통치에	온전히	.	 秦

44)이성규 앞의	책,	 ,	2020 p.268，
45) ( ,	 ,	 :	二年律令與奏 書 彭浩	陳偉	工藤元男	主編 二年律令與奏 書 上海 上海『 』 『 』讞 讞

이하	 으로	,	 2007. )	 ,	 p.234,	 “ ,	古籍出版社 二年律令 略稱 傅律 當傅 高不盈六尺二『 』
,	 ,	 ( ).寸以下 及天烏 皆以爲罷 癃 363

”

46) ( ,	 ,	 :	睡虎地秦墓竹簡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 』 『 』
이하	 으로	,	 1990.	 )	 p.32,	 “社 睡虎地秦簡 略稱 秦律十八種	倉律 隷臣 城旦高不『 』 ， ･
,	 ,	 ;	 ,	 .”盈六尺五寸 隷妾 高不盈六尺二寸 皆爲小 高五尺二寸 皆作之･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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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될	수	없었는데 이는	완전히	개인화되기	힘든	당시	소농	경 의	생,	
산력	 한계	 때문이었다 에서	 묘사한대로	 의	. 漢書 食貨志 五口之家『 』「 」
소농가정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개인은	씨족공동체가	붕괴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집단
으로	조직되어야만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47) 이에		 秦	 獻公	
이래	국가는	제민을	 단위로	편성하고 매	 에	토지를	수여하는	‘ ’	 ,	戶 戶 授

를	 실시함으로써	 제민의	 생산	 증대를	 직접	 보장해나가기	 시작했田制
다.48) 이후	수전제는	적어도	 에	이르기까지	제민	지배의	근거로	작	 漢初
용하 으며	실제로	 율령의	상당	부분에서	 의	단위인	 를	대상秦漢	 授田 戶
으로	각종	규정이	명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약자	정책	역시	제민	통제의	핵심이었던	국가의	 에	입각	秦代	 授田制
하고	있었다 매	 에	균등하게	이루어진	 은	노약자의	불능자존한	.	 戶 授田
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다 이에	더해	국가는	노약.	
자와	그가	속한	 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노약자가	속한	 의	불戶 戶
완전성을	복원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 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까지의	노약자	정책은	제민	통제의	핵심인		 ,	 漢初 授
을	기초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을	통해	중원	전역에	항시적이고	田 律令

일관적으로	강제되고	있었다 이는	곧	 의	노약자	정책을	유교적	.	 -秦 漢初
맥락에서만	해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국가가	율령이나	수전제.	
를	이용하여	노약자	문제에	직접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노
약자	정책은	법가적	성격이나	국가가	직접	제민의	생산에	관여하여	공공
의	이익을	꾀했던	묵가적	성격에	보다	가까웠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및	폐질자에	대한	정책2.	老弱	
이	절에서는	 국가	주도 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에서	 의	이르기까	 ‘ ’ 秦 漢初
지	국가가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결핍된	 과	폐질자를	보호하기	위,	 老弱

47)이성구 의	 와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	 1 ,	 ,	 2006,	春秋戰國時代 國家 社會「 」 『 』
p.130

48)이성규 의	 과	 의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	 1 ,	 ,	 2006,	諸子 學 思想 理解「 」 『 』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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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행했던	구체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및	폐질자.	 老弱	
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었다 그	취약성이	점차	해소되· .	
는	어린이를	제외하면 이들은	스스로가	지닌	노동력만으로는	국가가	요,	
하는	생산력을	창출하기는커녕	본인의	생존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불능
자존자 다 이들은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	
었다 부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노약자가	속한	 의	구성원들에게	있었.	 戶
는데 이는	 분명	 구성원들의	 경제적 체력적	 부담을	 동반했을	 것이다,	 · .	
예컨대	맹자가	 무리한	조세	부담으로	백성들이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
하느라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노인과	어린이가	구렁에	전전하게	되는	
상황 을	등문공에게	경고한	것’ 49) 그리고	 의	하급관리가	사직을	하,	 漢代
고	타지의	부모를	봉양하러	가야만	했던	풍습을	고려한다면	일상적인	노
동과	부양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백성에게는	이중고로	다가왔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50)	
그러나	아쉽게도	 이나	폐질자에게	부양물자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	 老弱
은	이	시기의	율령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직접적인	물자의	지급은	가장	.	
확실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었겠지만	국가의	재정	형편과	물자	조달을	
위한	행정을	고려했을	때는	비효율적인	조치에	해당했다 아마도	이들에	.	
대한	직접적인	물자	지원을	자제하는	대신	다른	간접적인	방법들을	병행
하는	것이	최소의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
다.	

부양자의	부양	의무화	①
따라서	 의	 에서는	직접	노인 어린이	및	폐질자에게	물자를		 - ,	秦 漢初 律令
지급하기보다	 의	구성원들에게	노약자	부양의	책임을	강제하는	방법을	戶
택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책임	전가는	부양자들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	

49) ,	 ,	 p.161,	 “ .孟子 文公上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 』 「 」 ：「 ，滕
.之中以爲常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 ， ， ； ， ，

. .盈焉 爲民父母 使民 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 ， ， ，盻盻
”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 ？」

50) “ ”:	 ,	 32 6 ,	趙凱 說 祿養 關於漢代官員養親問題的考察 南都學壇 第 卷	 第 期，「 」 『 』	
2012,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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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완전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미	 을	통해	노약자를	.	戶 授田
포함한	매	 의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었지만 국가는	 내에서	,	戶 戶	
부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환경을	조성해줘야	했다.	
국가는	 내	구성원의	부양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양자의	노동을	감면	 ,	戶	
하여	생산	활동과	노약자	부양이	동시에	가져올	경제적 체력적	부담을	·
덜어주고자	했다 편에서	노인 을	보호하는	방법	중	.	 [ ]管子 入國 老『 』「 」
하나로	 자식의	부역	징발을	면해줄	것 을	강조한	것‘ [ ]’復 51)과	 수여王杖	
자에게	부양자	 인의	부역을	면제한	것1 52) 전한	무제가	 세	노인의	,	 ‘80
경우	자식	두	명의	부세	징발을	면해줄	것 을	명령한	것’ 53) 등이	그	예	
이다 또한	 이나	 에서	노인의	인구수를	실제보다	더	많.	 松柏木牘 尹灣漢簡
이	 기록한	 이유	 중	 하나가	 인	 노인	 한	 명에	 대해	 면제되는	 자식	虛數

명만큼의	 를	 탈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1-2 算賦
면 분명	국가는	 과	동거하는	 의	노동	부담을	법적으로	완화함으,	 老弱 戶
로서	가내	구성원의	부양을	보장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54)	
실제로	진한	율령에도	 내	구성원의	 에	대한	부양을	의무화	하고		 戶	 老弱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성문화되어	있었다 예컨대	.	 漢律
에서는	부모가	 에	해당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지역	간	이,	老睆
동으로	장기적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곡물	운반	업무를	부과하지	않음으
로써	부모를	항시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 다.55)	
또한	 에서는	손자가	호주가	되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데	조부모	 漢律
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	손자를	밖으로	내보낸	뒤	조부모는	손
자의	전지로부터	수확한	양식을	먹고	손자의	노비를	부릴	수	있도록	규

51) ,	 p.1033,	 “ ,	 .	管子 入國 所謂老老者 凡國都皆有掌老 年七十已上 一子無征『 』「 」 ， ，
.	 .	 .	三月有饋肉 八十已上 二子無征 月有饋肉 九十已上 盡家無征 日有酒肉 死 上， ， ， ， ，

. .”共棺槨 勸子弟精膳食 問所欲 求所嗜 此之謂老老， ， ，
52)유 아 한국목간학회 목간과	, (354 -366 ) ,	 ,	張家山漢簡	 二年律令 傅律 簡 簡「 〈 〉	 」 『

문자 8,	2011.12,	p.346』	
53) 권6	 ,	p.156,	“ .漢書 武帝紀 春二月 赦天下 賜民爵一級 年八十復二算 九十『 』	 「 」 ， ， ，

. .”復甲卒 行三銖錢
54) 앞의	책,	 ,	p.559-560邢義田
55) ,	 p.247,	 “ ,	 ,	 ( ) ,	二年律令 律 諸當行粟 獨與若父母居老如 老 若其父母罷 者『 』	徭 睆 𤵸 癃

.	 ,	 ( ),	 .	皆勿行 金痍 有 病 皆以爲罷 可事如 老 其非從□･ 𤵸 癃 睆 408 ,	 ,	軍戰痍也 作縣官四更
,	 .	 (?) (?)不可事 勿事 勿 以 之令 尉前□眕 瘳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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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손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의	지위를	계승한	모친이	조부.	
모 즉	모친의	시부모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했다,	 .56) 아래는		
이	같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의	죄목을	들‘ ’不孝
어	실제로	엄벌하 음을	나타내는	사례들이다.	

가	불효를	고발하여 사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	免老㉠
피고를 세	번	되돌려	보내고	 처리 하지	않는가 되돌려	보( )	 ( ) ?	
내는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고 즉각	체포하여 도주하지	못하,	 ,	
도록	해야한다57)

어느	 의	 이	고소하여	말하기를 의	:	 :	 “告子	爰書 里 士伍	甲 甲㉡
친아들로서	저와	같은	 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불효하里 士伍	丙
니 사형에	처해주기를	삼가	고합니다 라	하 다 즉시	,	 .” .	 令史	
로	 하여금가서	 을	체포하게	명령했다 가	작성한	.	己 丙 令史	己

본인은	 인	아무개와	더불어	 을	붙잡으러	가서:	 ,	爰書 牢隸臣 丙
어느	집에서	 그를	 체포하 다 인	아무개가	 을	심문함.	 縣丞 丙
에 이	공술하기를 본인은	 의	친아들로서 에게	불효,	 :	 “ ,	丙 甲 甲
한	것이	확실하고 이외의	다른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라	,	 .”
하 다.58)

에	이르기를	불효는	기시 한다고	하 다 아버지가	“ ( ) .	律 棄市㉢
살아	있는데	사흘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는	그	자,	吏
식을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인	 등이	말하길 기?”	 :	“廷尉 孛殳
시에	해당한다 고	하 다.” .59)

56)	 ,	 p.225,	 “二年律令 戶律『 』	 ,	民大父母 父母 子 孫 同産 同産子 欲相分予奴婢 馬牛･ ･ ･ ･ ･ ･
,	 ,	 .	羊 財物者 皆許之 輒爲定籍･它 ,	 ,	孫爲戶 與大父母居 養之不337 ,	 ,	善 令孫且外居 令大
,	 ,	 ,	 .	 ,	 ,	 ( )父母居其室 食其田 使其奴婢 勿貿賣 孫死 其母而代爲戶 令毋敢遂 逐 夫父母及入

贅338,	 .及道外取其子財 339”	
57) ,	 p.117,	 “ ,	 ,	 ?	 ,	睡虎地秦簡 法律答問 免老告人以爲不孝 謁殺 當三環之不 不當環『 』	

.”執勿失亟
58) ,	 p.156,	 “ :	 ( ) :	 “睡虎地秦簡 封診式 告子爰書 某里士五 伍 甲告曰 甲親子同里士五『 』	

( ) ,	 ,	 .”	 .	 :	 ,	 .	伍 丙不孝 謁殺 敢告 卽令令史已往執 令史已爰書 與牢隸臣某執丙 得某室 丞
,	 :	“ ,	 ,	 ( ) .”某訊丙 辭曰 甲親子 誠不孝甲所 毋 無 坐罪它

59) p.374	“ :	 .	 ,	 ?	二年律令 律曰 不孝棄市 有生父而弗食三日 吏且何以論子 廷尉 等『 』	 孛殳
:	 .”	曰 當棄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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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약자에게	본인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자식에게	부양의무	 ,	
를	부여하는	한편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 다,	 .	秦
에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은	 로	명명하여	국가가	최대한	‘ ’律 非公室吿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효 의	죄목에	있어서는	즉각	체포하여	‘ ’
로	처벌하는	 의	규정이	그러하다 에서는	부모	 이	친아들인	.	棄市 甲㉠ ㉡

을	불효하다고	고발하여	심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士伍	丙
해당	내용만	봐서는	친아들의	 라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잘못을	의미不孝
하는지 그것이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직결될	수	있는지	확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로부터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비록	 과	.	 .	 秦㉢
이라는	시기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에서	 의	내용으로	 살아있‘漢 漢律 不孝

는데	사흘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은	행위 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확’ ,	
실히	 에	 부모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이	포함되었음‘ ’不孝罪
을	알	수	있다.	
	
노동의	감면②
또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민에게	 의	대가로	부과했던	각종	 의		 授田 賦役
의무를	 및	폐질자	본인에	대해서는	완화하 다 이는	 의	취약.	老弱	 老弱
한	상태가	국가를	위해	노역하기에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秦漢	律令
에서	 및	폐질자의	노동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입장에서	이老弱	
들의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사역하지	않음으·
로써	국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	조치에	해당했지만 동시에	,	
노약자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에서는	 일반	 의	 속면에	 명이	 필요한	 반면		 2睡虎地秦簡	 倉律 隷臣 人丁	
의	속면에는	 이	 명만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1 ,	免老 人丁 居延漢簡	禮

에서는	관노비	중	어린이에	해당하는	 의	매매가와	식35-37忠簡	 小男女
량	지급량을	성인의	약	 정도	규정하고	있다½ .60) 따라서	당시	 의		 老弱
노동비가는	실제로	성인남성의	 로	책정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½ .	

60)이성규 앞의	책,	 ,	2020,	pp.27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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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의	노동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 다.	老弱
그	예로는	요역이나	병역을	감면하는	것과	지역	내에서의	각종	사무에	
사역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상은	 세 은	 세 는	 세 는	58 ,	 62 ,	 63 ,	 64大夫	 不更 簪 上造㉠ 褭
세 는	 세 이하는	 세면	 모두	 에	 해당된,	 65 ,	 66公士 公卒	 免老
다.61)

은	 세 는	 세 는	 세 는	 세58 ,	 59 ,	 60 ,	 61 ,	不更 簪 上造 公士 公㉡ 褭
는	 세면	모두	환로 에	해당된다62 ( ) .卒 士伍 老･ 睆 62)

에	등록됨에 키가	 척	 촌을	못	채우는	자와	태어났을	,	 6 2名籍㉢
때부터	등이	굽은	자는	 에	해당한다罷癃 63)

금속에	의해	상처입거나	어떤	병이	있는	때에는 모두	,	 罷㉣ 癃
으로	간주한다 일을	할	만한	경우에는	 에	준한다 그것이	.	 .	老睆

에	의해	상처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에서	 교대	일,	 4從軍 官署
을	한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에는	일을	시켜서는	안	.	
된다.64)

㉤ 는	각기	그	 에	따른	요역량의	절반을	행하며	 오老 爵 ……	睆
로지	 업무에	충당한다 과	 를	맡았는데	질병의	기색.	邑	 役 戍徭
이	일	년에	이르거나	혹은	구금되었던	때에는 조정해서는	안	,	
된다65)	

위의	 은	남성	 의	노동비가를	 또는	성인	남성의	 로	설정함	 0	 ½漢律 老弱
으로써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는	남성으로	하여금	 의	 처럼	부역,	 ‘ ’免老㉠

61) ,	 p.231,	 “ ,	 ,	 ,	二年律令 傅律 大夫以上年五十八 不更六十二 簪 六十三 上造六十『 』	 褭
,	 ,	 ,	 .四 公士六十五 公卒以下六十六 皆爲免老 356”

62) ,	 p.232,	 “ ,	 ,	 ,	 ,	二年律令 傅律 不更年五十八 簪 五十九 上造六十 公士六十一 公『 』	 褭
( ) ,	 .卒 士五 伍 六十二 皆爲 老･ 睆 357”

63) ,	p.234,	“ ,	 ,	 ,	二年律令 傅律 當傅 高不盈六尺二寸以下 及天烏者 以爲罷『 』	 363

64) ,	 p.247,	 “二年律令 律『 』	徭 ,	 ,	 ( ) ,	諸當行粟 獨與若父母居老如 老 若其父母罷 者睆 𤵸 癃
.皆勿行 ,	 ( ),	 .	金痍 有 病 皆以爲罷 可事如 老 其非從□･ 𤵸 癃 睆 408 ,	 ,	軍戰痍也 作縣官四更
,	不可事 勿事409”

65) ,	 p.246,	 “二年律令 律『 』	徭 ( ),	 .	 ( )老各半其爵 入獨給邑中事 當 戍而□ ●睆 䌛 徭 䌛 徭
( ),	 ( )病盈卒歲及 繫 勿 攝𣪠 聶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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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예	종사하지	않거나 와	 의	 처럼	 만	종사하도록	규정,	 ‘ ’ ½老㉡ ㉤ 睆
한	것이다.66) 노인은	근력으로서	예를	행하지	 않으며	 세	이후에는		 ‘ 50
몸을	 훼손하지	 않고	 세가	 되면	 집안에	 거쳐한다 는	70 ’ 禮記 曲禮『 』「

의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대를	중반을	기점으로	하는	 이하60上 公卒	」
의	 의	연령기준은	오히려	제민의	노동력을	극한까지	착취하려는	제免役
국의	의도를	반 하는	듯하다 그러나	 세의	노인에게는	몸을	훼손.	 58-62
하지	않을	정도의	읍내	사무를	맡길	뿐만	아니라	아예	복역에서	면제했
다는	의견도	있다.67) 따라서	이들의	취약한	노동력을	국가가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에서는	장애의	심함	정도에	따.	 -㉢ ㉣
라	장애인인	 의	부역을	아예	면제하거나 노역을	 하는	 와	,	罷 半分 老癃 睆
동급으로	인정하여	 만	종사하도록	규정하 다 한편	미성년은	애초에	½ .	

연령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에서는	굳이	이들의	노동비가를	산始傅	 傅律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8)

에서	말하길 요역을	징발함에 감히	마음대로	동( ,	 )	律㉥ ……	徭
원하거나	마음대로	 를	사역시키거나	 를	따· ·敖童 私屬 奴 車牛
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릇	 이거나	 으로서	아직	.  免老 敖童 傅
하지	않은	경우 은	감히	사역시켜서는	안	된다,	 .縣 69)

66)박건주 중국고대사회와	법률 백산자료원,	 ,	 ,	2008,	p.262『 』
67) 에는	 명	중에서	파륭과	환로가	 명으로	기록되어	별21,629 2,095堂邑要具簿 卒	「 」

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성규는	여기서	환로와	파륭을	제외한	나머지만	 로	,	 ‘ ’見甲卒
분류된	사실을	토대로	환로가	일단	 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복역은	면제되었다고	지卒
적하 다 이성규 앞의	책( ,	 ,	2020,	p.270)

68)그러나	 에	대한	국가의	노동비가	산정	및	노동	감면조치는	어디까지나	일반	老弱 齊
에	한정된	것이었다 개인의	사유물인	사노비는	물론	관노비인	형도의	경우 연로.	 ,	民

하거나	어려서	 수준의	노동역량을	갖지	못했더라도	이들에	대한	노동	감면	조丁男女	
건은	훨씬	엄격했다 국가는	비록	큰	힘을	요하지	않는	소일거리에	종사시킬지라도	.	
이들의	노동력을	아예	내버리지는	않았다 예컨대	 에	따르면	관노비인	어린이는	.	 秦律
키가	 척	 촌	미만이면	 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일반	제민과	동일했지만 그	중에6 5 ‘ ’ ,	小
서	 척	 촌	이상이면	모두	노동에	종사하도록	한	데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	노5 2 ,	
인이	 이하	 세면	모두	 로	분류되어	더	이상	부역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과	66公卒	 免老
달리 관노비의	은퇴	연령을	규정한	조문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거자속채	중	늙거,	 ,	
나	병들었을	경우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嶽麓秦簡『 』	

관노비	형도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이들을	해당	관청이	보유pp.189-190).	
한	 재물 로서	간주했거나 혹	이들을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 ’ ,	 非人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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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려서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여자	및	여러	,	免老 名籍㉦
부역을 면제받은	자는( )	 ,	 縣과	 에서	 감히	 사역시켜서는	안	道
된다.70)

이	 의	노동비가를	산정한	조문이라면	 은	 인	노인을	 - ,	老弱 免老㉠ ㉤ ㉥ ㉦
은	 인	노인이나	어린이 병세가	심한	장애인을	 에서	사역시키지	,	免老 縣道
못하도록	분명하게	금지한	조문이다 이밖에도	 에서는	노인과	폐질.	 秦律
자를	긴급한	군사행위 에	징집하지	않고	수비도	세우지	않도록	규[ ]奔命
정했다.71)이는	일반	검수가	긴급한	징집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과	상반되는	조치 다.完爲城旦 72)

이처럼	법적으로	 및	폐질자에게	 의	임무를	맡기지	않도록	규정	 老弱	 役
한	것은	노동력의	관점에서	정상에	미치지	못했던	노약자의	역량을	국가
가	인정하고	보호한	처사이자 한편으로는	이를	무시하고	국가의	부역에	,	
징발할	경우	자칫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관노비의	노약자에게는	.	
적은	강도의	노동이라도	사역시키려	했던	국가의	의도와도	맥을	같이한
다.	

형벌의	감면③
한편	 에서는	 및	폐질자의	형벌을	감면하거나	아예	처벌	 秦漢	律令 老弱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의도는	노동을	감면한	경우와	유사했

69) 4( , ( ) , :嶽麓書院藏秦簡 陳松長主編 嶽麓書院藏秦簡 肆 上海 上海辭書出版『 』 『 』
이하	 로	,2015.	 4 )	 p.119-120,	 “ ( ) :	 ( ),	社 嶽麓秦簡 略稱 律曰 發 興有『 』	 •䌛 徭 䌛 徭

,	 ,	 ,	爵以下到人弟子 復子 必先請屬所執 郡各請其守 皆言所爲及用積､ 灋 156/1295	 ,	徒數 勿
,	 ( ) ,	 ,	 ( ),敢擅興 及毋敢擅 使 敖童 私屬 奴及不從車牛 凡免老及敖童未傅者 縣勿敢 使倳 ､ ､ 倳 	

節157/1294”

70) ,	 p.248,	 “二年律令 律『 』	 ……徭 ,	免老 小未傅者 女子及諸有除者 縣道勿･ ･ 412 ( )敢䌛 徭
”	使……

71) 4,	 p.126-127,	 “ ( )岳麓秦簡 奔敬 警 律曰	『 』	 …… ( ) ,	黔首老弱及	 病 不可令奔敬癃
( ) ,	 ,	 .警 者 牒書署其故 勿予符 	 其故 縣道徼 178/1253 ,	 ,	 ,	各令 令守城邑害所 豫先分善署之
( ) ( ) ;	 ( ) ( ),	 ,	財 裁 爲置將吏而皆令先智 知 所主 節 卽 奔敬 警 各 走 所主將吏善辦治亟 179/1369

.	之 ( ) ,	 ,	 ( )老弱	 病不足以守 豫遺重卒期足以益守 令先智 知 所主癃 .180/1383”
72) ,	p.243,	“ , .二年律令 興律 當奔命而逋不行 完爲城旦『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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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형벌이	감면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국.	 ,	
가가	이들의	범죄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죄를	범한	자의	연령이	 세	미만이면	벌을	면제한다 그가	10 .	㉠
사람을	살해하면	 하여	 으로	처벌한다.完 城旦舂 73)

연령이	 세	미만인	자	및	구금된	자 인	10 ,	 ,	城旦 鬼薪白粲㉡ 舂
자가	사람을	고발했다고	해도	모두	수리해서는	안	된다.74)

에	따르면	 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살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10㉠
벌이	아예	부과되지	않았다 동일한	규정이	 에도	기.	 漢書 惠帝紀『 』「 」
록되어	있다.75) 세	미만의	형사	고발	또한	수리하지	않았던	 의	규	10 ㉡
정과	비교해보면 어린이의	감형	규정은	이들의	범죄	인지능력을	국가가	,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어린이 로	분류되었음에.	 [ ]小
도	 세	 이상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한	10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	
그러나	 세	이상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성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처벌	 10
한	것은	아니었다 에서는	 세	이상의	노인과	 세	미만의	어린이.	 70 17漢律
의	경우	죄를	범해도	 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노비로	복역하는	肉刑
완 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신체를	훼손하는	육형( ) .	完
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76) 특히	국가.	
가	소속지역을	떠나	도망한	 의	노비	중	 한	자들에	대해서	繫城旦 老小舂
육형을	받는	것이	부당한자 로	간주하고 노역일수를	추가로	부담하는	‘ ’ ,	
한이	있더라도	육형을	가하지는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을	것이
다.77)

73) ,	 p.125,	 “二年律令 具律『 』	 ,	 ,	 .	吏 民有罪當笞 謁罰金一兩以當笞者 許之･ 有罪年不盈
,	 ;	 ,	 .十歲 除 其殺人 完爲城旦舂 86”

74) ,	 p.146,	 “ ( ) ,	二年律令 告律 年未盈十歲及 繫 者 城旦 鬼薪白粲告人 皆勿『 』	 𣪠 ･ 舂･
.聽 134”

75) 권2	 ,	p.85,	“ ,	 ,	 .”漢書 惠帝紀 不滿十歲 有罪當刑者 皆完之『 』	 「 」
76) ,	p.124,	 “ ,	 ,	二年律令 具律 公士 公士妻及 行年七十以上 若年不盈十七歲 有罪『 』	 □□･

,	 .當刑者 皆完之 83”
77) 4,	 p.51,	 “ ( ) ,	 ( ) ,	嶽麓秦簡 奴婢 繫 城旦 而去亡者 繫 六歲者 其『 』	 𣪠 舂 𣪠 黥 < > ,	顔 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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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책3.	鰥寡孤獨
노약자의	또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은	가족의	상실로	인해		 鰥寡孤獨 戶
로부터	벗어날	위험이	있거나 비록	 를	이루고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戶
이	결핍하여	정상적인	생산수준을	 위하지	못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
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의	체계	안에	안정적으로	유지시키.	 戶
는	한편 불충분한	가족구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산,	
을	보장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력을	창출해내는	것	.	
역시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 다.	

의	계승	및	독립적인	 의	형성戶 戶①
중	과부 에게는	 를	계승할	권리가	없었다 진한	시대에		 [ ] .	鰥寡孤獨	 寡 戶

를	이룬다는	것은	수전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을	받아	생계를	유戶 田宅
지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세와	요역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했다 게.	
다가	 등	가정의	재산은	대부분	 에	귀속되었기	때문,	 ,	田宅 牛馬 奴婢	 戶
에	사람들은	 를	이룸으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었[ ]	戶 立戶
다 전통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는	남성 그중에서도	장남이	독점해왔으.	 ,	
며	 편에	 따르면	 춘추시기까지도	 여성의	 사적재산권은	禮記 內則『 』「 」
인정되지	못했다.78) 즉	 를	만들	권리 를	계승할	권리는	원칙적으	 ,	戶 戶
로	장남에게	있었다.	
때문에	같은	노약자라	하더라도	 중	남성인	홀아비 나	남성		 [ ]鰥寡孤獨	 鰥
무의탁자 는	여전히	부친의	 를	계승하거나	 를	직접	형성함으로써	[ ]獨 戶 戶
생계에	필요한	 을	점유할	수	있었다 에	이들의	 와	재산.	田宅 秦漢	律令 戶
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	
나	만일	그가	여성일	경우에는	 를	직접	만들거나	계승할	수	없었다.	戶
를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에	부과된	전지를	더	이상	경작할	戶 戶

수	없는	한편	 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상실한다는	것으로,	戶

( ) ,	 ,	 ( )繫 八歲者 斬左止 繫 十歲 十二歲𣪠 𣪠 ､ 037/2129 ,	 ,	 ,	者 城旦 之 皆 其主 其老小不當黥 畀
,	 ( ) ,	 ( ) ;	 ( ) ,	 ( ) ;	 ( ) ,	 ( )刑者 繫 六歲者 繫 八歲 繫 八歲者 繫 十歲 繫 十歲者 繫 十𣪠 𣪠 𣪠 𣪠 𣪠 𣪠

.	二歲 皆038/2091 ( )毋備其前 繫 日𣪠 039/2071”
78) ,	p.461,	“ .”	禮記 內則 子婦無私貨 無私畜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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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국가	입.	
장에서	이	상황은	해당	 만큼의	부역이	소실되는	동시에	 에	등재된	戶 戶
기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했다 만일	남편이	.	
사망하는	경우 여성인	 는	장남이	대신	 신분을	계승하지	않는	이,	 寡 戶主	
상	해당	 의	틀	안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생계의	기반이	.	戶
일절	사라진다는	의미이자	국가의	제민파악	체계로부터	괴리된다는	의미
다.	
국가가	위험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리	없었다 원칙적으로	 를	형성	 .	 戶
하고	 을	받는	것은	남성의	특권이었지만	 에서는	과부인	여受田 秦漢	律令
성에게도	예외적으로	 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를	정戶 戶
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 다.	

사망했는데	 를	계승할	자식이	없을	때에는	부모에게	계승戶㉠
하고	부모가	없으면	과부 으로 과부가	없으면	딸이 딸이	[ ] ,	 ,	寡
없으면	손자가 손자가	없으면	증손자가 증손자가	없으면	조,	 ,	
부모가 조부모가	 없으면	 형제의	 아들에게	 를	 계승시킨,	 戶
다.79)

에	따르면	과부는	아들과	시부모가	없을	경우	 의	계승이	합법적으로	戶㉠
인정되었다 같은	자식임에도	과부의	계승	순서가	아들과	딸의	앞뒤에	.	
위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아들이나	시부모가	 를	계승하면	해.	 戶
당	재산은	종신토록	그	집안에서	 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부는	아들.	
이나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상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	
만일	딸이	 를	계승하는	경우 아래	율령에	따라	딸이	시집가는	동시에	,	戶
그	 의	재산이	모두	딸의	남편에게	귀속되어야	했다.戶

여성이	부모의	후계가	된	다음	시집을	간	경우에는	남편에㉡
게	부인의	 을	자신의	 으로	합치게	한다 택지가	인접.	田宅 田宅

79) ,	 p.238,	 “ ,	 ,	 ,	 ,	二年律令 治後律 死毋子男代戶 令父若母 毋父母令寡 毋寡令女 毋『 』	
,	 ,	 ,	女令孫 毋孫令耳孫 毋耳孫令大父母 毋大父母令同産379 .	 ”子代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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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면	병합하지	않는다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는	.	 [ ]	棄妻
경우 부인은	 재산을 되돌려	받아	 를	형성할	수	있다 이,	 ( )	 .	戶
혼한	부인에게는	그	 가지고	왔던 재산을	돌려준다( )	 .80)

에서는	호주 던	딸의	재산이	시집을	가면	 는	모두	남편에게	귀속田地㉡
하고	 는	인접해있다는	전제	하에	남편의	택지에	병합하도록	규정하宅地
고	있다 이처럼	딸의	재산이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곧	친정의	과부.	
가	더	이상	그	재산을	 유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율령에서	같은	자식.	
임에도	딸의	 계승을	과부의	후순위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그동안	戶	
유하던	재산의	이동으로	인해	과부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의	발생
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과부가	 를	계승하게	되면	 을	지급하는데	戶 田宅㉢ 자식이	후계
가	된	경우	취득했을	작위에	비준한다[ ]比子爲後者爵 과부가	. 
남편의 를	계승할	수	없는데	 별도로 를	만들어	( )	 ( )	戶 戶 田宅
를	감산해서	받고자	한다면 에	비준하는 전택을	지급하( )	庶人ﾠ
도록	허가한다 자식이	없으면	그	.	 夫……81)

에	따르면	과부가	생계에	필요한	재산권을	보장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가	있었다 첫째 아들이나	시부모가	호주를	계승한	상태에서	동거하거.	 ,	
나	아들과	시부모의	부재로	본인이	직접	호주를	계승하는	것이었다 이.	
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내에	계속	존속하는	방법이었다 특히	후.	 	戶	
자의	경우	과부가	 를	계승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전택은	아들이	후계戶
가	되었을	때	취득했을	잠재적인	작위에	비준하여	지급되었다 이는	후.	
계를	규정한	 의	 에서	남편의	생전에	부인이	남편의	二年律令 直後律「 」
작위에	비준하는	권리를	누리도록	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82)	

80) ,	 p.239,	 “ ,	 .	二年律令 治後律 女子爲父母後而出嫁者 令夫以妻田宅盈其田宅 宅不『 』	
,	 .	 ,	 ,	 .	 ,	比 弗得 其棄妻 及夫死 妻得復取以爲戶 棄妻 之其財畀 384.”

81) p.240	 “ ,	 ,	 .	 ,	二年律令 治後律	 寡爲戶後 予田宅 比子爲後者爵 其不當爲戶後 而欲『 』	
,	 .	 ,爲戶以受殺田宅 許以庶人予田宅 毋子 其夫……386”

82) p.236,	“二年律令 治後律	『 』	 女子比其夫爵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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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가	재산권을	보장받는	두	번째	방법은	시가로부터	독립하여	개별적	
인	 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처럼	과부에게는	 를	계승할	권리	외에	직.	戶 戶
접	 를	만들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에	따르면	이	때	전.	戶 ㉢
택은	모두	서인의	수준에	비준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로부터	독립하
는	순간	사망한	남편의	작위에	의한	전택	지급의	특권이	모두	소멸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과부가	시집오기	전에	친정의	호주로	있.	
었다면 에서는	오히려	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를	만듦으로써	결혼	,	 戶㉡
전에	보유했던	재산을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이전에	가지고	왔던	재산을	.	 ,	
돌려받아	별도의	 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출.	戶
가녀의	재산권을	남편의	재산권과	별도로	인정함으로써	남편	혹은	시가
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여전히	생계를	 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의	 를	통해	과부가	.	 秦漢	簡牘 戶口簿
사망한	남편의	 를	계승하거나	직접	 를	형성하여	호주가	된	실제	사戶 戶
례를	접할	수	있다.	

東成戶人夫寡晏㉣ ⍁
		子小女子女巳⍁
		子小女子不唯⍁83)

新安戶人大女燕關內侯寡	㉤
	大奴甲
	大奴乙
	大婢妨家 不算不忧 颖84)

의	 호구부인	 은	 아들과	 시부모가	 없어	 과부가	 대신		 1里耶秦簡『 』	 ㉣

83) ( ) ( ,	 ( ) ,	 :	 ,	里耶秦簡牘校釋 貳 陳偉	主編 里耶秦簡牘校釋 貳 武昌 武漢大學出版社『 』 『 』
이하	 로	2018.	 (2) )	 9-567,	 p.157,	 “里耶秦簡 略稱 簡『 』 東成戶人夫=( )大夫 寡晏⍁

”子小女子女巳 子小女子不唯⍁ ⍁
84) ,	 “ ” ,	 ,	2019,	p.50蘇俊林 簡牘所見秦及漢初 有爵寡 考論 中國史硏究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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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승한	상황으로	추측된다 호주인	과부	 의	 구성원으로서	딸	.	戶 晏 戶	
두	명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	.	 江陵地區出土的數塊木牘『 』
호구부인	 의	경우	호주인	과부	 의	 구성원으로서	노비들만이	기재燕 戶	㉤
되어있다 아마도	과부	 이	단독으로	 를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	燕 戶
한편	 에는	 에	의해	사망한	자의	작위	계승	순서에	딸	 二年律令 公務「 」
과	어머니 부인이	포함되어	있어	사망한	남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작,	
위	또한	계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5) 이나			 里耶秦簡 嶽麓『 』 『

에도	 등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 ’,	 ‘ ’,	 ‘ ’	 .秦簡 大夫寡 上造寡 有爵寡』 86)	
그러나	과부가	 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작위까지	계승할	수	있었戶
다면	 에서	굳이	 자식이	후계가	된	경우	취득했을	작위에	비준한다‘ [比㉢

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남편의	작에	비준한다 이]’ ‘ [ ]’子爲後者爵 比其夫爵
라고	규정했어도	될	일이다 따라서	 혹은	 이라는	표현.	 ‘ + ’	 ‘ ’爵位 寡 有爵寡
은	과부가	직접	남편의	작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과부로	하여,	
금	남편의	작위에	비준하는	특권을	남편의	사망	후에도	그대로	누리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보장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남편이	사망하면	호.	
적에서도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과부가	된	 의	부인을	식별하여	작有爵者
위에	상응하는	특권을	계속	부여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호구부에	유작.	
자의	부인이었던	과부를	 로	별도	표시함으로써	이들이	남편	사" + "爵位 寡
망	후에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특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그.	
러나	직접적으로	작위를	부여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작위의	사여는	일단	
그에	상응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남편이	사망해도	과부‘
가	여전히	그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는	사실은	두	경우가	동일하다’ .	
이처럼	 중	여성은	예외적으로	 를	계승하거나	독립하여	 를		 鰥寡孤獨	 戶 戶
만듦으로써	일련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	 薛洪波
는	진한시대	여성이	재산권을	획득하게	된	것은	국가가	진력으로	 의	戶
존재를	보장함으로써	각종	부세	징수	및	요역을	담보하기	위한	맥락에서

85) ,	p.236	“ ,	 ,	二年律令 治後律 爲縣官有爲也 以其故死若傷二旬中死 皆爲死『 』	 □□□□
,	事者 令子男襲其爵.	 ,	 .	毋爵者 其後爲公士 ,	毋子男以女 毋女369 ,	 ,	以父 毋父以母 毋母

,	 .	 .以男同産 毋男同産以女同産 毋女同産以妻 	 ,	 ,	諸死事當置後 毋父母 妻子 同産者 以大･ ･
父370,	毋大父以大母與同居數者371”

86) 앞의	책,	 ,	2019,	p.51蘇俊林



- 36 -

다고	지적하지만87) 한편으로	호주의	사망으로	 에	수반되었던	권리,	 戶
가	모두	사라져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기초	생산의	보장②
그러나	 은	가족의	상실로	인해	기초	생산에	필요한	가족	구성	 鰥寡孤獨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취약했다 당시	가족이	혈연	공동체.	
인	동시에	국가가	 라는	단위로	조직한	경제	공동체로	기능했다는	점‘ ’戶
으로	미루어볼	때 가족	구성은	농경에	참여하여	최소한	먹고	살	수	있,	
는	정도의	기초	생산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가	 단위로	부과한	부역戶	
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여야	했다.
진한	사회에는	 부부 자녀 로	구성된	핵가족과	 부모 부부 자녀 로	구	 ‘ + ’ ‘ + + ’
성된	 가족	등	다양한	규모의	가족이	병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	三族制	
대	발견된	한	대	호구	통계의	평균	 가	대체로	 명	정도 다는	사4-5口數
실을	감안하면	당시	표준	소농	가족의	규모를	 로	간주할	수	있5 1口 戶
다.88) 성인	부부와	미성년	자녀	 명으로	구성된	가족의	노동	계수를	계	 3
산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명	 로 성인	기준	최소	‘ 1+	 ½+ 3 0-1½’ ,	 1½
명에서	최대	 명만큼의	노동력이	산출된다3 .89) 우리는	이를	통해	한		 戶
의	기초	생산에	필요한	규모가	대체로	성인 명	만큼이었다고	추측1½-3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은	기초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가족규모가	결여되었	 鰥寡孤獨
다는	점에서	취약했다 물론	홀아비인	 의	경우	성인	 인	만큼의	노동.	 1鰥
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 ,寡 孤 獨
조건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이	항상	독거하는	 인	가구는	아니었.	 1
다 예컨대	 가	호주로	있는	 의	호구부에	자식들이	병기되.	 1寡 里耶秦簡	
어	 있었던	 것을	 보면	 반드시	 과부가	 인	 가구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1

87) ,	 ,	 2018 1 ,	薛洪波 戰國秦漢時代女性財産權問題再考察 中國經濟史硏究	 年 期「 」 『 』	
2018,	p.6

88)이성규 앞의	책,	 ,	2020,	p.290
89)이성규 위의	책,	 ,	p.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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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0) 만일	 이라는	개념이	마찬가지로	자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鰥
포함하고	있었다면 홀아비와	자식	하나로	구성된	 의	생산력은	이미	,	 戶

로	 생산량의	최소	수치와	동일하므로	 무의	경지를	생산1½ 5 1 100口 戶	
하는데	크게	대과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역시	과부와	고아 다 물론	과부에게도	자식이	있을	수	있었다	 .	
는	 점에서	이들을	 인	가족으로	국한할	수는	없다 역시	오늘날의	1 .	 孤	
상식으로는	부모를	잃은	고아에	해당하나	 에	고後漢書 獨行列傳『 』「 」
아 던	 가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고아	역시	劉茂
어머니와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91)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기초	생산	
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인	성인	 인과	미성년자	 인의	,	 1 1
노동	계수의	합계가	 명	정도로	최소	 명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½-1½ 2
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	생산을	창출할	수	없는	 에	대한	대책을	마	 鰥寡孤獨
련해야	했다 앞서	 은	 이	 를	구성하여	 을	받을	.	 秦漢	律令 鰥寡孤獨 戶 受田
수	있도록	했었다 이후의	과제는	생산	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한.	
편	부족한	가족	구성을	충원함으로써	기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일이었다.

만약	곡식을	운반한다면	 으로	나이	 세	이상과	 로15敖童 史子㉠
서	아직	 하기	전에	 에서	배우는	자를	징발하여	곡식	운傅 學室
반	일을	더불어	하도록	한다 이	곡식을	운반해야	하는데	.	敖童
만일 고아로서	홀로	 나	 와	사는데	 그	부모의 연( )	 ( )	老父 老母
로함이	 와	같거나	혹은	홀로	장애나	병이	있는	 와	사는	免老 母
경우 모두	 곡식을 운반하지	말라,	 ( )	 .92)

90) (里耶秦簡『 貳) 9-567,	p.157,	“簡』	 東成戶人夫=( )大夫 寡晏 子小女子女巳 子小⍁ ⍁
”		女子不唯⍁

91) 권81	 ,	 p.2671,	 “ .後漢書 獨行列傳 劉茂字子衛 太原晉陽人也 少孤 獨侍母『 』	 「 」 ， ，
. .”居 家貧 以筋力致養 孝行著於 里， ， 鄉

92) 4,	 p.120,	 “嶽麓秦簡 節『 』	 …… 157/1294 ,	載粟乃發敖童年十五歲以上 史子未傅先覺
( ) ( ) ,	 ,	學 覺 學 室 令與粟事 敖童當行粟而寡子獨與老158/1236 ,	 ,	父老母居 老如免老 若獨與
( ) ,	 .病母居者 皆勿行癃 15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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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문은	연로한	부모나	폐질자인	부모를	홀로	모시는	고아에게	지	㉠
역과	지역을	오가며	곡식을	운반하는	일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에	대老弱
한	부양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아마도	국가는	고아가	홀로	부모를	부양.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노부모	혹은	장애를	가진	부모와	고아로	,	
구성된	 의	부족한	생산력을	참작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戶
을	것이다 그러나	 의	기초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보다	더	.	 鰥寡孤獨
확실한	방법은	부족한	만큼의	인력을	채워줌으로써	상호부양과	협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홀아비 과부 로	 자식	 혹은	 동거하는	 자가	 없거[ ] [ ]寡夫 寡婦㉡ ･
나 자식이	있어도	 세	미만일 때	및	고아 로서	 세	,	 14 [ ] 18寡子ﾠ
미만인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나이	 세	이상인	,	 ,	 70
노인으로써	 한	자식이	없고	현재	다른	자식도	없는	경우,	分異
타인을	본인의	호적에	들여 입양하고자	한다면	이를	허[ ]	歸戶
락하라 자식이	 로	돌아가기를	청한다면	허락하라.	 .戶 93)

대표적인	것이	가족구성원이	결여된	 을	타인의	 에	입적시키	 鰥寡孤獨 戶
거나 반대로	타인을	 의	 로	입양하도록	허락하는	 의	방법이,	 鰥寡孤獨 戶 ㉡
었다 에	등장하는	 장애인 세	이상	노인은	모두	.	 ,	 ,	 ,	 ,	70寡夫 寡婦 寡子㉡
홀로	생계를	 위할	수	없는	불능자존자로 비록	자식이	있더라도	나이,	
가	어려	충분한	보조를	보장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부양이.	
나	생산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게	하는	 의	규정은 분명	국가가	약,	漢律
자	혼자	이루고	있는	가족	형태의	붕괴를	막고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자	했음을	반 한다.

93) ,	 p.126,	 “ ,	 ,	 ,	二年律令 戶律 寡夫 寡婦毋子及同居 若有子 子年未盈十四 及寡子年『 』	 ･
,	 ( ) ,	 ,	未盈十八 及夫妻皆 病 及老年七十以上 毋𤵸 癃 342 ; ,	 ,	異其子 今毋 子 欲令歸戶入養它

.許之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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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중기	이후	노약자	정책의	변화.	Ⅲ ﾠ

수전제의	붕괴로	인한	 의	유명무실화1.	 戶
은	제민을	 단위로	편성함으로써	이들에게	전지와	택지로	구성된		秦 戶	

생산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을	담보로	이들로부터	부세와	요역을	안,	授田
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었다 국가와	제민의	이해관계가	수전제도를	통해	.	
맺어져	있었으므로	 의	존속은	국가운 의	기본이었으며	 의	붕괴는	戶 戶
국가가	경계해야	할	요소 다 시대의	노약자	정책	역시	 를	보호.	秦漢 戶
하는	맥락에서	행해졌다 에게	물자를	직접	지급하거나 혹은	.	 ,	老弱 老弱
에	대한	부양을	의무화하면서도	부역의	완화를	통해	구성원의	경제적·
체력적	부담을	줄여준	것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결여된	 으로	하,	 鰥寡孤獨
여금	기초생산이	가능한	 를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한	것에는	모두	노약戶
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속한	 를	보호함으로써	안정戶
적인	생산과	수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토의	확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수전할	수	있는	토지는	한정	
되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에	의해	이미	지급된	 이	대부분	.	 名田制 受田
후계자에게	계승되거나	사적으로	거래되어	새로	 를	형성하는	사람들에戶
게	수급할	수	있는	전택은	점점	부족해졌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에	.	 戶
대한	수전은	지체되고	말았다 의	통일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秦
에	 이	이른	시기에	점령한	관중	지역에서는	비교적	정상적인	수전이	秦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점령한	관동의	 지역에서는	원주민과	 로	,	 6國	 新地
천사된	 에	대한	수전	부족이	발생하고	있었다.秦人 94) 시기의		漢初	呂后	
기록인	 에서는	실제로	 한	경우에	대한	전택수급이	늦춰二年律令 立戶「 」
지는	상황에	대해	수급대상의	선후	순서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수전	부,	
족의	문제가	한	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95)

94) 앞의	책,	 ,	2006,	pp.15-16于振波
95) ,	 p.219,	 “ .	二年律令 戶律 廷歲不得以庶人律『 』	 □□ 未受田宅者,	 鄕部以其爲戶先後

,	 .	 ,	 .	 ,	 ,	 .次次編之 久爲右 久等 以爵先後 有籍縣官田宅 上其廷 令輒以次行之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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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	사적	매매를	허락하여	경제적으로	불균등한	 를	양산한		 受田 戶
것도	수전제의	맹점이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제민에게	균등하게	전택.	
을	지급하여	자산의	격차로	인한	권력의	양산을	막겠다던	상앙	변법의	
의도가	무색하게	 은	 가	허락하는	기준이	넘지	않는	선에서	제민	秦 爵位
간의	토지	매매를	허락하 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겸병하는	자 와	 토.	 ‘ ’ ‘
지를	빼앗겨	소작농이나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랑하는	빈민 간의	격차가	’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전이	 지체되거나 토지	매매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	
의	불안정도	심화되었다 수전제의	이	같은	맹점은	 왕조로	이.	戶 秦代	 漢	

어졌다 게다가	전한	중기에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상인	및	대토지	.	
소유자에	의한	토지	겸병이	확산되자 토지소유의	격차와	유랑민	문제는	,	
더더욱	극심해졌다 이는	전한	무제시기	동중서의	제언에서도	알	수	있.	
다.	

에	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앙의	법을	이용하여 제왕.	 ,	秦
의	 제도를	고쳐서	 을	 없애니 백성들이	 토지를 매매할	,	 ( )	井田
수	있었고 부자는	전지가	 을	연이어	있고 가난한	자는	,	 ,	阡陌
도망하여	송곳을	세울만한	땅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
주는 의	이익을	전유하고 의	풍부함을	관장하게	되)	 ,	川澤 山林
어	방탕함이	 고대의 제도를	넘어섰으며	도를	넘은	사치로서	( )	
서로	 뽐내게	 되었습니다 에는	 와	 같은	 존엄함을	가진	;	 邑 人君
자가	있고 에는	 의	 가	있으니 이	어찌	곤궁하지	,	 ,	里 公侯 富 小民
않겠습니까 중략 이	흥기하 는데 이러한	상황을	?	 ( )	 ,	(漢…	 …	
그대로 좇고는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96)

동중서는	정전제를	폐지하고	수전제를	실시한	 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秦
그	문제가	한	대에도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전한	경제시기	 역시	정.	 師丹	

96) ,	 p.1137,	 “漢書 食貨志上 秦則不然 用商 之法 改帝王之制 除井田 民得『 』「 」 ， ， ， ，鞅
.賣買 富者田連仟伯 貧者亡立錐之地 又 川澤之利 管山林之饒 荒淫越制 踰侈以相， ， ， ， ，顓

중략( ) .”高 邑有人君之尊 里有公侯之富 小民安得不困 漢興 循而未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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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	실시한	주나라와는	달리	지금은	겸병의	 가	발생했으므로	害 民田
와	 소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奴婢	 97)

일련의	상황	속에서	수전제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	 .	
수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를	결속시킬	만한	국가의	통제력이	사라졌戶
다는	의미 다 결국	 이	결여된	 의	불안전성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	 授田 戶
노약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수전제의	원리	대신	 를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제를	만들어	戶
내거나 아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	

새로운	방법의	모색2.	
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의	경제적	상황도	점점	어려워졌	授田 戶

다 에서는	 의	구성원들에게	 내	노약자의	부양을	위임하.	秦漢	律令 戶 戶	
고	있었으나	 가	맞닥뜨린	경제적	부담은	노약자의	부양까지	감당할	수	戶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노약자들.	
에게	물자를	지급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다.	
실제로	물자	지급	규정은	 에는	나오지	않고	 의	율령인		 秦律 漢初 二年『

부터	등장하는데 적어도	 이래에는	노인에게	 을	수여하,	律令 漢初	 王杖』
는	규정이	율령으로서	정례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리는	각각	 그	 관할	 부서를	순찰하면서	 병의	 기색이	있는	 자를	㉠
거두어	먹이고 동상을	입은	자에게는	의복을	빌려주며 그	현으로	,	 ,	
전해	보내라98)

이상은	 세 은	 세 는	 세 는	 세70 ,	 71 ,	 72 ,	 73 ,	大夫	 不更 簪 上造 公㉡ 褭
는	 세 는	 세면	모두	 을	지급받는다74 ,	 75 .士 公卒 士伍 杖･ 99)

97)	 ,	 p.1142,	 “漢書 食貨志上 哀帝 位 師丹輔政 建言 古之聖王莫不設井『 』	「 」 ， ， ：「即
. .田 然後治乃可平 孝文皇帝承亡周亂秦兵革之後 天下空虛 故務勸農桑 帥以節儉 民， ， ， ，

.始充實 未有 兼之害 故不爲民田及奴婢爲限 今累世承平 豪富吏民 數鉅萬 而貧弱， ， ， ，并 訾
중략. ( )	 .”困 亦未可詳 宜略爲限…	 …	 ，俞

98)	 ,	 p.209,	 “二年律令 賜律『 』	 ,	 (?) ,	 ( ) ,	吏各循行其部中 有疾病色 者收食 寒者 假 衣叚
.傳詣其縣 286”

99)	 二年律令『 』	 ,	傅律 p.231,	 “ ,	 ,	 ,	大夫以上年七十 不更七十一 簪 七十二 上造七十褭
,	 ,	 ( ) ,	 ( ).三 公士七十四 公卒 士五 伍 七十五 皆受仗 杖･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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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세 은	 세 는	 세 는	 세90 ,	 91 ,	 92 ,	 93 ,	大夫	 不更 簪 上造 公㉢ 褭
는	 세 는	 세	이상	되는	자에게	달마다	 석94 ,	 · 95 1士 公卒 士伍 米	鬻

을	지급한다.100)

은	폐질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지급하는	규정이며 은	일정	연령	 ,	 -㉠ ㉡ ㉢
에	도달한	노인에게	지팡이 와	매달	죽미	 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 ] 1杖 石
조한다는	규정이다 에	따르면	 는	 에	상응하.	 600王杖十簡 受杖者 官 石『 』
는	지위를	부여받았다.101) 의	사여	규정에	따르면	 백석	당		 1漢律 秩	 肉

과	 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으므로	 에게는	 과	12 1 600 72斤 酒 斗 官 石 肉 斤
가	사여되었을	것이다6 .酒 斗 102) 또한	 은	끼니	당	 과		 600 2 ·官 石 盛 醬	酼

각	 씩을	사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을	의미하므로	1 ,	1 9升 盛 米 升
은	 을	지급받았다는	의미이다2 18 .盛 米 升 103) 이로부터	 인	노	 公卒 士伍･

인이	 세가	되면	매년	 그리고	매	끼니	75 72 ,	 6 ,	 18 ,	 ·肉 斤 酒 斗 米 升 酼
을	각	 을	지급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에	따1 .	醬 升 睡虎地秦簡	司空律

르면	관부에서	노역하는	성인	남성 이	아침저녁으로	지급받는	식사[ ]大男
량은	매끼	약	 이었으며3米 升 104) 관리의	출장	시	식량지급을	규정한	,	 睡

의	 에	따르면	관청에	근무하는	자에게	출장	시	지급하는	虎地秦簡 傳食律
식량은	매끼	조악한	쌀인	 이었다 따라서	노인이	매끼	지급받10 .	米	 升粺
은	 은	노인	한명이	먹고도	충분하게	남을	양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18升
그들이	필요한	양을	훨씬	상회했다 따라서	이들이	자급능력	없이도	충.	
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세의	노인.	 75
이	지급받는	식량이	 의	한	끼	식량을	능가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大男

100)	 ,	 p.230,	 “二年律令 傅律『 』	 [ ] ,	 ,	 ,	大夫以上 年 九十 不更九十一 簪 九十二 上造九褭
,	 ,	 ( ) ,	 .十三 公士九十四 公卒 士五 伍 九十五以上者 稟 米月一石･ 鬻 354”

101) 수여자에게는	 관리에	준하는	예우 를	했으	 600 [ ]王杖	 石	 年七十受王杖者 比六百石，
며 출입시	 하고 의	주범이	아닌	여타	 에	대한	 의	,	 ,	 ,	官府	 不趨 殺傷 刑法 免責 馳道 旁道	
통행 의	면제 부양자	 인의	 등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그를	모욕	구,	 ,	 1 .	市租 復除	
타하는	자는	대역무도죄로	처형되었다 유 아 앞의	책.( ,	 ,	2011.12,	p.346)

102)	 ,	 p.212,	 “ ,	 ( ) ;	二年律令 賜律 賜吏酒食 率 秩百石而肉十二斤 酒一斗 斗食 令『 』	 𧗿 ･ ･
,	 ,	 .史肉十斤 佐史八斤 酒七升 297”

103)	 	 ,	 p.214,	 “二年律令 賜律『 』	 ,	 ,	千石吏至六百石 食二盛 醬各一升酼･ 299食一盛用米
.	 ,	 ,	 .九升 五百石以下 食一盛 醬半升 300 .食一盛用米九升 301

104) 이성규 앞의	책	 ,	 ,	2020,	p.2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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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게다가	비록	상시적이지	않았으나	조서를	통해	일회적으로	지급.	
되는	물자의	양까지	합하면	노인이	지급받는	양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의	기록인	 에	 내	 세	이상의	노인70前漢	成帝期 尹灣漢簡 東海郡	
들에게	 을	수여한	내용이	있는	걸	보면 당시에	실제로	 제도가	,	杖 受杖	
시행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나	 의	 통계.	 松柏木簡 尹灣漢簡 集簿	
로부터	당시	관리들이	고령인구의	수를	확대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계의	왜곡이	발생한	것은	한편으로	당시	노인에	,	
대한	다소	과도한	국가의	물자	지급	규정이	실제로도	시행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허위로	노인의	인구를	늘려	보고하는	행위는	.	
관리	관할지역에	 가	잘	시행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부세와	요역의	養老
향을	받지	않는	노약자의	수를	늘려	인구증가를	꾀하는	군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노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혜를	악용하여	의,	
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105)	
또한	전한	중기	이후	군주가	시혜를	내리는	 은	점차	빈번해졌다	 .	詔勅
이에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칙을	수단으로	하는	시혜의	대상後漢	光武帝	
과	내용이	체계적으로	규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에는	시혜를	받는	노.	漢初
약자의	종류도 시혜의	내용도	제각각이었지만	 이래에는	시,	 後漢	光武帝	
혜의	대상과	내용이	 ‘ ’	賜鰥 寡 孤 獨 篤 貧不能自存者粟 人三斛、 、 、 、 、 ，癃
혹은	 로	굳어져	상당‘ ’賜鰥 寡 孤 獨 篤 貧不能自存者粟 人五斛、 、 、 、 、 ，癃
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106) 그러나	직접적인	물	
자의	지급은	가장	확실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의	재정	형
편과	물자	조달을	위한	행정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국.	
가는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민간의	유력자	혹은	민간	조직과	공조하여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효	
율적인	방법	중	하나 다 수전제의	붕괴로	인해	국가가	중원	전체에	분.	
포한	 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한	반면 대토지경 으로	인해	재지	,	戶
유력가 의	지역	내	권력	비중은	커졌다 이래	국가는	일정	인[ ] .	豪族 秦代	

105) 앞의	책	 ,	 ,	p.443	刑義田
106) 권	 1 ,	 p.80,	 “後漢書 下	 光武帝紀 庚申 賜天下男子爵 人二級 鰥 寡『 』	 「 」 ， ， ； 、 、

.”孤 獨 篤 貧不能自存者粟 人五斛、 、 、 ，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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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이	모인	사적인	조직을	금지해왔지만 이미	기존의	행정력으로	,	
제민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점차	자율적인	조직의	운 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역	사회에서	이.	
들을	내치는	것보다	이들의	권력을	일부	용인함으로서	일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지역사.	
회를	 훨씬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믿고	 맡기기에	 용이했
다.107) 노약자를	보호에	있어서도	국가는	민간에	일정한	역할을	부과하	
기	시작했다 예컨대 후한대	최식 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	 ( )崔寔 四民『ﾠ

에는	사농공상의	연중행사가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지역	사회내.	月令』
에서	종족	집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구휼활동이	기록되어	있
어 대토지	지주에	의한	노약자	보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108)

한편	 이라	불리는	민간	조직	내에서도	노약자	보호가	이루어졌다	 ‘ ’ .	僤
은	지역	사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조직을	僤

의미하며 의	구성원들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	僤
다 자료의	결함으로	각	 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알	수.	 僤
는	없지만 현재	그	존재가	파악되는	약	 개의	 에	의하면	,	 67 ,	名 功生單僤

등은	모두	 및	 가	목적인	,	 ,	 ,	長壽單 千歲單 長生單 萬歲單	 養老	 訪老 僤
던	것으로	추정된다.109)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국가	입장에서	노약자	보호에	소모되는	부담	
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었고 재지	유력자의	경우에,	
는	구휼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
은	기회 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노약자	보호는	간헐적인	구휼의	형태.	
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노약자와	그가	속한	 의	일상적인	생계를	책임戶

107)예컨대	국가제사가	지역의	유력	호족에	이관되는	상황이나 지역	사회에	익숙한	,	 里
가	점차	지역사회	내에서	하급관리인	 을	보조하며	세금	징수 호구	조사 범,	 ,	父老 里典

죄의	신고 의	지도	등	잡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해나가는	한편	공동기금을	마련하,	社祭
여	지역사회	운 에	사용하는	모습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김병준( ,	 後漢「

와	 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	 ‘ ’ ,	時代	里父老 國家權力 漢侍廷里父老 買田約束石券 」僤
학연구,	1991,	pp.34-35).

108) 이하	( ,	 ,	 :	 ,	 1981.	四民月令輯釋 繆啓愉	輯釋 四民月令輯釋 北京 農業出版社『 』 『 』
으로	 ),	p.94,	“四民月令 略稱 日月也 治場圃 塗 倉 修竇 繕五兵 習戰射弛『 』 ， ， □ ， ， ，窖

. ”竹木弓弧以備寒凍窮厄之寇 存問九族孤寡老病不能自存者 分厚徹重 以救其寒， ，
109) 앞의	책,	 ,	2007,	pp.132-133王文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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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유교적	 질서의	강조	3.	 ‘ ’	家
국가의	직접적인	물자지급과	민간의	구휼활동은	모두	노약자와	그가	속	
한	 를	항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미봉책에	가까웠다 이보다는	여전.	戶
히	 를	결속하고	이로	인해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약자의	보호가	이戶 戶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설정되어야	했다 기존에	 이	 의	결.	 授田 戶
속을	가능케	했다면 이제는	다른	논리가	필요했다,	 .	

상앙	변법에서	가장	표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형태를		秦代	
로	설정하고	 명의	소농가족을	 단위로	하는	개혁을	실시한	5 1五口之家 戶	

이래 진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런	의,	 .	戶
미에서	 의	 는	국가의	행정	편의에	따라	조직된	 의	1五口之家 戶 共居公産
기본	생산	단위 지만	결코	인위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아니었는데 이,	
는	구성원들이	일차적으로는	혈연을	근거로	결속된	가족 이었기	때문[ ]家
이다.
전한	중기	이후	수전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		 ,	
생산을	명목으로	결속된	행정	편의상의	단위	 는	유명무실해졌으나	혈戶
연적	속성은	여전히	이들을	 로서	결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에	대응.	家 戶
하는	 의	속성으로	해당	공동체를	결속한다면	 를	통해	보호해왔던	노家 戶
약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던	전한	중기	이후의	시대	
적	맥락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선진	유.	 1
가에서는	가족	간	 의	감정에서	비롯된	 와	 의	덕목을	실천함親親 孝悌 慈愛
으로써	가족의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확립,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내의	예교질서는	수.	
전제가	없이도	 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	한편 내부의	노약자	보호를	강,	戶
제할	수	있는	좋은	이념적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가내의	예교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부장권의	인정이	
었으며 그것은	좁게는	 넓게는	가내의	상급자에게	국가에	위해가	,	 ,	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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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선에서	가내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위임한	것이었다 그	핵심.	
이	개인의	권한	강화가	아닌	 가내	질서의	통제 에	있었기	때문에	가부‘ ’
장권의	인정은	실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권을	일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내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것에	가까웠다.	
예컨대	자신을	봉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면	불효
죄로	처벌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를	고발할	수	없도록	한	非公

의	규정은	가내	상급자의	권한을	보장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편으.	室告
로	농사일에	태만하거나	 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자식을	관부에	고발市販
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는	 의	조문은 가내	구성원인	자식을	부모,	秦律
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물고	있었음을	의
미한다.110)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권의	인정을	통해	가내의	노약자	
의	부양을	의무화	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적어도	부모에	대한	책임과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조문들을	
통해	우리는	가내질서가	강력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약자의	보호가	보
장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율령을	통한	가족질서의	통제는	진한	시기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후에도	그	명맥을	유지한	것일	뿐 전한	중기	이후의	시대적	,	
맥락을	반 한	특별한	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전한	중기를	전후.	
한	차이는	국가가	시행한	비법률적인	방식들에	있었다 국가는	가족	질.	
서를	강제하는	율령	이외에도	점차	사상 문화	등	각종	비법률적인	방법,	
을	통해	예교	질서를	강조해나감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노약자	보호를	의
무화하고자	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유학	서적의	보급이며 대표적.	 ,	
으로는	 의	보급을	들	수	있다 문헌에서	 의	구절.	孝經 漢代	 孝經『 』 『 』
이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시기	동중서의	 이다.	前漢	武帝	 春秋繁露『 』

은	 아마도	 이즈음부터	 장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孝經 王莽	『 』
의	보급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갔다 은	존속.	孝經 孝經『 』 『 』

에	대한	복종	강화를	토대로	황제에	대한	복종	강화를	이끌어내려는	정

110)	 6( )	 189-190,	pp.15-16,	“ :	 ,	 ,	嶽麓秦簡 未刊 簡 律曰 黔首不田作 市販出入不時『 』	
,	 ,	 ,	 ( ) ,	 ( )不聽父母 苟若與父母言 其父母 典 伍弗忍告 令鄕部嗇夫數謙 廉 問 捕 獻、 、 毄 讞

,	 ,	 ,	 ”廷 其罪當完城旦 以上 其父母 典 伍弗先告 其父若母二甲、 、 ……舂 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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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통제의	의도도	있었지만 일차적으로는	노인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	
보살핌을	받으며	 가족 이라는	틀	바깥으로	도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 ’
하는	데에	유용했다.111) 에는	 에	 이	부	 後漢書 蓋勳列傳 州 學術『 』「 」 涼
족해서	자주	반란과	폭동에	이르자 을	많이	베껴서	집집마다	,	 孝經『 』
익혀	사람들이	 를	알게	하 다는	일화가	있다‘ ’ .義 112) 이는	 의		 孝經『 』
가르침이	폭동의	기운을	잠재우고	사회의	안정을	불러오는	기능을	하
음을	방증한다.		
	또한	 를	실시하거나	 등	 을	실천하는	인물을	군주,	孝廉科 貞婦 孝悌	 孝行
가	직접	표창하고	시혜한	것	역시	 와	 라는	유교적	가치	실천을	孝悌 慈愛
통해	가내질서	유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었다 한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	
를	받아들여	처음	군국에	 를	각	 인씩	세우고1孝者	廉吏 113) 에	高后元年
는	 에	 을	각 인	설치했다는	기록은	확실히	전한	중기	이· 1郡國 孝悌 力田
후	국가	주도로	예교질서가	장려되었음을	나타낸다.114) 에	대한	시	孝悌
혜는	전한	 나	 때에는	간간히	이뤄지는	반면	후한	명제	이후에는	宣帝 元帝
모든	시혜	관련	조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이	즈음부터는	확실히	,	 孝
를	통한	가내질서의	강조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굳혀나갔음을	알	수	있悌

다 조서를	통한	군주의	시혜는	일반적으로	 선전 을	목적으로	하고	있.	 ‘ ’
었다 따라서	전한	중기	이후	 와	관련된	인물들이	천거되거나	조서	.	 孝悌
속	시혜대상으로	편입되는	양상은	표면적으로	이들에게	시혜함으로써	일
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내에서	 를	실천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려는	국가	孝
측의	선전의도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	본보기를	세움으로.	 ,	孝悌
서	제민의	자발적인	효행의	실천을	유도하고 이로써	국가가	직접적으로	,	
관여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노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예교질서를	통해	소농가족을	보호하는	국가의	정책은	선	
진	유학이	지닌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었다 가내의	노약자는	.	

111)이성규 앞의	책,	 ,	1998.6,	pp.185-187
112) 권58	 ,	p.1880,	“ “後漢書 蓋勳傳 梟患多寇叛 謂勳曰 州寡於學術 故屢『 』	 「 」 ， ： ，涼

. .”致反暴 今欲多寫孝經 令家家習之 庶或使人知義， ，
113) 권6	 ,	p.160,	“ .”漢書 武帝紀 元光元年冬十一月 初令郡國 孝廉各一人『 』	 「 」 ， 舉
114) ,	p.1123,	“ ,	 . .”史記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高后元年 王孝惠諸子 置孝悌力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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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상하간의	 나	 의	실천을	통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孝悌 慈愛
만 이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가족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	,	
이야기 다 앞서	 등의	노약자는	온전한	가족을	이루지	못했기	.	 鰥寡孤獨	
때문에	노약자로	분류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치는	가내	.	
질서의	강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단위의	소농가족에	국한한	데에서	비戶	
롯된	것이다 이미	수전제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전한	중기	이후의	가족.	
은	반드시	 인으로	구성된	생산	공동체인	 에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없5 戶
었다 대신	 의	개념은	혈연	중심의	대가족	혹은	종족	등	다양한	형태.	 家
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 다.115) 이렇게	확대된	 의	범주	속에서	전한		 家
중기	이후	 은	여전히	유교적	예교질서	하에서	그	존립을	보장받鰥寡孤獨
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에는	과부와	된	형수나	고.	 走馬樓吳簡『 』
아가	된	조카를	형제	가족이	도맡아	부양하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간.	
문에서	이들은	 나	 등으로	명기되어	있으‘ ’,	 ‘ ’ ‘ ’,	 ‘ ’	寡嫂 弟寡婦 孤兄子 姪子
며	독립적으로	 를	이루지	않은	채	친속의	 에	부속되어	있었는데,	戶 戶 王

은	이를	가리켜	확대된	가족	차원에서	환과고독에	대한	자발적인	부子今
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116) 물론	 이		 走馬樓吳簡『 』
삼국	시대의	자료라는	점에서	전한	중기	이후로	그	사례를	소급하여	적
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한	말의	.	 王莽117) 후한의	,	 鄭均118) 등이	과부	
인	형수를	섬기고	고아가	된	형의	아들을	부양했다는	 와	漢書 後漢『 』 『

의	 기록들을	 고려하면 후한대에도	 마찬가지로	 친족이	 을	,	書 鰥寡孤獨』
도맡아	부양하는	관습이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한대에는	유교적	 질서를	통해	비로소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	 家	
여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115) 앞의	책	 ,	 ,	2007,	p.119王文濤
116)	 ,	 “ ” “ ”:	 ,		王子今 三國孫吳 村家族中的 寡嫂 和 孤兄子 以走馬樓竹簡爲中心的考察「 」鄉

2004 00簡牘學硏究	 年 期『 』	
117) 권	 99	 ,	 p.4039,	 “漢書 王莽傳上 王莽 受禮經 師事沛郡陳參 勤身博『 』	 「 」 ……	 ， ，

. . .”學 被服如儒生 事母及寡嫂 養孤兄子 行甚 備 又外交英俊 內事諸父 曲有禮意， ， ， ， ，敕
118) 권	 27	 ,	 p.946,	 “後漢書 鄭均傳 鄭均 好義篤實 養寡嫂孤兒 恩禮敦『 』	 「 」 ……	 ， ，

.”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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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진대의	수전제를	대체하여	사.	
회의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방안으로서	기능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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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노약자	정책의	항시성에	주목하여		
시대	노약자	보호의	목적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노약자	정책의	변화秦漢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진한시대	 노약자	 관련	 연구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비정상적인		 ‘
구성원이자	긍휼의	대상 이라는	시각에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교’ .	 ‘
적	예교질서의	실천 이라는	점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는	크게	’ 2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교적	선정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간.	
헐적인	구휼에	집중하다보니	노약자	보호가	비상시적인	행위이자 정례,	
화	될	수	없었던	행위로	비춰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다수의	연구가	.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의	노약자	보호에	집중하다보니	漢代

의	노약자	보호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秦代
점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국가권력이	제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	
으로	운용하고자	했다는	진대	연구사의	큰	흐름	속에서	노약자	역시	노
동력으로서	운용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	
대에는	노약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그러나	 예교질서의	수호 라는	이념적인	측면에	앞서	노약자	정책은	일	 ‘ ’
차적으로	혼자	힘으로	자립하기	힘든 노약자의	공통적인	속성[ ]	不能自存
이	야기할	수	있는	질병 사망 빈곤 범죄	등의	사회적	위험을	방지한· · ·
다는	현실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본고에서는	최근	대량으로	출토.	
되는	진한	간독	중	율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실제로	선진	제자백가에서는	이미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담	
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방법	또한	가족 차원의	책임을	강조[ ]	家
한	유가의	예교질서에	국한되지	않았다 예컨대	법가와	묵가는	나름의	.	
가치관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약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
와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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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년	전국을	통일한	 역시	선진	제자백가의	인식들을	계승	 212 秦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많은	정책들이	법가나	묵가적	경향을	띄고	있
었다 의	노약자	정책	역시	국가가	직접	매	 에	균등하게	 을	.	秦代 戶 授田
하고 노약자와	그가	속한	 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의	경제,	 戶
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을	.	 律令
통해	항시적이고	일관적으로	강제되었다 특히	진한	율령에서는	노약자.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각각	고려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다.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하여	타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
어린이 폐질자에게는	본인의	노동과	형벌을	감면한	것은	물론	부양자의	,	
부역까지도	 감면하여 이들에게	 가내의	 노약자를	 보조하도록	 강제하는	,	
대신	생산	활동과	노약자	부양이	동시에	야기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다 한편	진한	율령에서는	 의	노약자	중에서도	남성과는	달리	.	 鰥寡孤獨
를	이룰	수	없어	수전을	통한	생산	기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었던	여戶

성에게	예외적으로	 를	형성하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戶
이처럼	국가는	수전을	통해	노약자	본인에게	생산	기반을	제공하거나		
수전을	근거로	노약자가	속한	 의	구성원에게	부양을	강제해왔다 그러.	戶
나	 중기	이후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부족	현상과	대토지겸병으로	前漢	
인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수전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전을	전제로	했던	율령의	보호규정들은	점차	.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수전이	결여된	 의	불완전성은	더욱	심화되.	 戶
었고	기존의	노약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당시	수전을	대신하여	.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었다 제국은	율령이나	조.	漢	
칙을	통해	노인	개인에	대해	직접	물자를	시혜하거나	민간의	유력자	혹
은	민간	조직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항시적으.	
로	노약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미봉책에	가까웠다.	
반면	전한	중기	이후	점차	융성한	유교의	가족 질서는	시대의	분위	 [ ]	家
기에도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예교의	실천을	통해	노약자	보호를	항시적
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제가	되었다 그것은	수전	대신	 를	결.	 戶
속할	수	있는	사상적	도구로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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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공동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실제로	전한	 이후	유교적	예.	 元帝	
교	질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단위에	침투해나갔다 예컨대.	家	 孝『

으로	대표되는	유학	서적	보급이	확산되어	사람들에게	예교	가치를	經』
주입한	것 그리고	국가가	 등	효행을	실천하는	인물을	표창,	 ,	貞婦 孝悌	
하여	본보기로	세움으로서	제민의	자발적인	효행의	실천을	유도한	것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것은	모두	기존	연구에서	이제껏	주목해	온	유,	
교적	차원의	노약자	보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보는	유교적	차원의	보호들은	모두	국	
가가	율령으로서의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했던	 이라는	시대적	後漢
맥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용된	노약자	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	
진한시대	노약자	정책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한대의	노약자	정책을	진한
시대	전체의	성격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방법의	차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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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인구수	합계	문제에	 대한	 고찰 중국고중세사연,	」 『
구 중국고중세사학회21,	 ,	2009』

, · ' ' ,	 ,	2011趙凱 漢書 文帝紀 養老令 新考 南都學壇「 」 『 』
, ,  ,2014馮聞文 秦漢時期殘障人口統計制度初探 古代文明「 」 『 』
, ‘ ' , ,	2016	韓樹峰 論秦漢時期的 老 簡帛「 」 『 』
,	 “ ” ,	 ,	2018.01.08.胡平生 也說 敖童 簡帛網「 」

[ ]日文

, , 49,	1990重近	啓樹 秦漢 役 諸形態 東洋史硏究における の「 」 『 』徭
,	曾我部	靜雄 靜雄日中 律令 於 寡妻妾及 妻妾 受田 義務の に ける び の とその「

, 220 1966免除 日本歷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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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in	th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JOO	RI	HAN
Dep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cedent	 studies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policies	 viewed	
the	 elderly	 and	 the	 weak	 as	 vulnerable	members	 to	 be	 protected	 and	
regarded	 them	 as	 subjects	 of	 compassion.	 But	 there	 have	 been	 two	
limitations	 to	 this	 Confucius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statutes	 and	 ordinance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that	 have	
been	 unearthed	 in	 large	 quantities	 in	 recent	 year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es	 by	 focusing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and	 traces	 the	 changes	 in	 the	 policie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paying	 attention	 to	 the	 constant	 efforts	 of	 the	 Dynasties	 to	
maintain	the	polices	according	to	practical	needs.
	First	 limita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is	 that	most	 stud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Confucian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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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which	 made	 the	 realistic	 efforts	 of	 the	 state	 power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easily	
neglected.	 The	 second	 is	 that	 the	 studies	 focused	 on	 the	 promotion	 of	
filial	 piety	 and	 politician's	 good	 governance	 in	 the	 Confucian	 classics	
and	 Imperial	 edict	 and	 on	 the	 occasional	 relief	 to	 advocate	 Confucian	
governance	 found	 in	 Stone	 monuments,	 which	 made	 the	 protective	
policy	 of	 the	 elderly	 seen	 as	 an	 intermittent	 event	 that	 cannot	 be	
implemented	on	a	regular	basis.	
	Prior	 to	 the	 ideological	 aspect	 of	 'upholding	 Confucian	 ethics( )',	禮敎
the	 protectiv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was	 necessary	
based	 on	 practical	 needs	 to	 prevent	 disease,	 death,	 poverty	 and	 crime	
caused	by	the	common	attributes	of	 the	elderly	and	the	weak	who	are	
difficult	 to	 achieve	 self-reliance	 by	 themselves.	 Since	 it	 i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livelihoods,	 protection	 of	 these	 people	was	 necessary	
regardless	 of	 the	 generation,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methods.
	The	 pre-Qin	 Hundred	 Schools	 of	 Thought( ),	 practical	諸子百家
discussions	 have	 already	 been	 made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and	 the	 method	 is	 not	 limited	 to	 the	 Confucian	 ethics	 that	
emphasizes	 family	 hierarchy	 and	 responsibilities.	 It	 is	 noteworthy,	 for	
example,	 that	 both	 the	 Legalists( )	 and	 the	 Mohists )	法家 墨家（
emphasized	 the	 state-led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weak	 according	
to	 their	 own	 values.	 The	 Legalists	 believed	 that	 the	 law	 should	 be	
clarified,	 and	 the	 punishment	 strictly	 enforced	 so	 that	 children	 could	
grow	 well	 and	 establish	 a	 society	 where	 the	 elderly	 would	 be	 well	
supported while	 the	 Mohists	 emphasized	 the	 state-led	 practice	 of	，
impartial	 care( )	 over	 the	 boundaries	 of	 family( )	 defined	 by	 the	兼愛 家
Confucianism.	
	The	Qin	Dynasty	which	 unified	 the	whole	 country	 in	 212	B.C.	 also	



- 61 -

inherited	 the	 perceptions	 of	 the	 pre-Qin	 philosophy.	 Many	 policies	 in	
the	 Qin	 Dynasty	 tended	 to	 follow	 either	 the	 Legalists	 or	 the	 Mohists	
ideology	 and	 the	 protectiv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was	
also	 implemented	 in	 this	 context.	 At	 least	 until	 the	 beginning	 of	 the	
Western	Han,	 the	protectiv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was	
carried	 out	 through	 the	 allocation	 of	 land	 regardless	 the	 Confucian	
influence.	 The	 state	 allocated	 land	 equally	 to	 each	 household	 and	
incentivized	 those	 household	 with	 the	 elderly	 and	 the	 weak	 to	
subsidize	 minimal	 living	 and	 to	 restore	 the	 instability	 of	 the	
household.	 This	was	 enforced	 constantly	 and	 consistently	 in	 the	 entire	
China	through	the	statute	and	ordinance.	
	In	 the	 statute	 and	 ordinance	 of	 Qin	 and	 Han,	 the	 elderly	 and	 the	
weak	 with	 different	 attributes	 were	 treated	 accordingly.	 For	 example,	
the	 forced	 labor	 and	 punishment	 were	 reduced	 not	 only	 for	 the	
elderly,	 children,	 and	 disabled	 people	 but	 also	 for	 their	 family	
providers	 to	 assist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ir	 homes	 and	 to	
relieve	 the	 burden	 of	 both	 the	 production	 activity	 and	 the	 family	
support.	 Among	 (widower),	 (widow),	 (orphan),	 (the	 aged	鰥 寡 孤 獨
household	 in	 solitude),	 the	 statute	 and	 ordinance	 of	 Qin	 and	 Han	
exceptionally	allowed	widow	to	form	a	household( )		to	secure	a	 land	戶
allocation	where	 an	 ordinary	woman	 could	 not	 form	 a	 household.	 For	
example,	 the	 state	 allowed	 a	 widow	 to	 succeed	 to	 the	 husband's	
household	 or	 to	 form	 an	 independent	 household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of	 the	 widow	 and	 to	 provide	 living	 by	 securing	 the	
land	 allocated	 according	 to	 the	 household.	 However,	 even	 with	 the	
land	allocation,	 these	households	had	 trouble	 living	a	basic	 life	 due	 to	
the	 lack	of	 family	members.	Accordingly,	 the	 statute	and	ordinance	of	
Qin	 and	 Han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of	 these	
households	by	giving	exemption	from	the	required	chores	or	by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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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fficient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rough	adoption.	The	 land	
allocation	 served	 as	 a	 good	 reason	 to	 enforce	 household	 members	 to	
support	 the	 elderly	 and	 the	 weak.	 However,	 since	 the	 middle	 of	
Western	 Han,	 the	 increase	 in	 population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land	 by	 a	 few	 powerful	 landlords,	 has	 made	 the	 state-led	 land	
allocation	 system	 unable	 to	 function	 properly.	 As	 a	 result,	 the	
protective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statute	 and	
ordinance	began	to	fade.	
	The	vulnerability	of	the	household	without	the	secured	land	allocation	
was	 further	 exacerbated	 and	 the	 old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weak	 needed	 to	 change.	 The	 alternatives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were	 devised	 to	 replace	 the	 land	 allocation	 system.	 The	
government,	 for	 example,	 provided	 a	 direct	 aid	 to	 the	 elderly	
individuals	 via	 either	 the	 statute	 or	 the	 imperial	 edict.	 It	 also	
collaborated	 with	 local	 gentry	 or	 civilian	 organizations.	 However,	 this	
was	 only	 a	 temporary	 measure	 that	 could	 not	 guarantee	 a	 secured	
livelihood	for	the	elderly	and	the	weak.		
	On	 the	 other	 hand,	 the	 Confucian	 ethics	 which	 gradually	 flourished	
since	 the	 middle	 of	 Western	 Han	 became	 useful	 mechanism	 to	
constantly	 induce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weak	 through	 the	
principle	 of	 kinship( ).	 It	 was	 an	 ideological	 tool	 that	 could	 replace	家
the	 land	 allocation	 system	 to	 bind	 households	 and	 to	 create	
environment	 where	 the	 respect	 and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and	
the	weak	could	be	achieved	within	the	kinship	system.	
	Since	 the	 time	 of	 Emperor	 Yuan	 of	 Western	 Han( ),	 the	元帝
Confucianism	 has	 infiltrated	 the	 household	 units	 in	 more	 various	
ways.	 For	 example,	 the	 Confucian	 books	 represented	 by	 Classic	 of	
Filial	 Piety( )	 were	 widely	 disseminated	 and	 instilled	 the	 value	孝經
into	 the	 people.	 The	 state	 has	 also	 encouraged	 the	 voluntary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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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al	 piety	 by	 commending	 individuals	 such	 as	 (faithful	wife)	and	貞婦
(a	 person	 with	 filial	 piety	 and	 fraternal	 duty).	 These	 examples	孝悌

correspond	 to	 the	 Confucian	measure	 of	 protecting	 the	 elderly	 and	 the	
weak	that	have	been	noted	in	the	precedent	studies.		
	In	Other	words,	all	of	 the	Confucianist	measure	of	protections	we	see	
in	 the	 previous	 studies	 correspond	 to	 the	 newly	 emerged	 or	 altered	
policies	 in	 the	 process	 of	 finding	 ways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replacing	 the	 land	 allocation	 system	 since	 the	 middle	 of	 the	
Western	H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the	 times	 to	 correctly	 interpret	 the	
policies	on	the	elderly	and	the	weak	of	the	Qin	and	Han	dynasty.	
	The	 Confucian	 methods	 studi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thods	 to	 constantly	 protect	 the	 elderly	 and	
the	 weak	 in	 situations	 where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cannot	
intervene.	 This	 dissertation	 demonstrates	 that	 the	 policies	 of	 the	
elderly	 and	 the	 Weak	 in	 the	 Qin	 and	 Han	 Dynasty	 cannot	 be	
interpreted	 only	 as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ideology	 or	
propaganda.

Keywords	 :	 Qin-Han	 Dynasty The	 elderly	 and	 the	 weak( ),	老弱，
Disabled( ),	 ,	 Land	 allocation	 system( )廢疾 鰥寡孤獨 授田制 ，
Confucianism( )儒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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